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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with a questionnaire to find out the impacts of prior learning pre-employment 
on job self-efficacy post-employment subject to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architecture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prior learning factors on job efficacy, field trip (p<0.01), indirect 
learning (p<0.05), and had a positive (+) effect on self-efficacy, but theorecal learning (p<0.05) and had a negative 
(—) effect on self-efficacy. Among the sub-variables of prior learning Pre-employment about the job self-efficacy 
Post-employment among of the construction engeenier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the field trip (β=0.351) was higher 
impact than the indirect (β=0.271). The fact that theoretical learning during pre-employment learning has a statistically 
negative (—) effect on confidence and job efficacy means that landscape construction engineers are less important than 
field trips or indirect experiences than theoretical learning. Among the prior learning factors, the theoretical learn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confidence and job efficacy, because it seems for the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architecture to be less interested in theoretical learning as a result of focusing on theoretical learning rather 
than practical experience in the school curriculum. Through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prior learning that can 
enhance self-efficacy is necessary for fruitful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architecture. 

Key Words: Theory Leaning, Field Trip, Indirect Learning, Education of Landscape-Architecture,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Kim, Do-Gyun,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South 
Korea, Phone: +82-61-750-3871, E-mail: doaha@sunchon.ac.k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8 no. 1

2�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8권 제1호(2022년 3월)� �

Ⅰ. 서론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이란 지구의 자연환경과 생태

계를 보전하고, 인류의 생활환경을 보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이

며, 심미적으로 유익한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거나 창조하는 것

으로 실사구시에 근거한 과학, 공학, 기술과 예술 등(Kim, 2012

재구성)의 총화로서 실천하여 자연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경분야는 조경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생산, 관리, 감리,

공무 등으로 구성되며, 여러 조경 분야에서 대부분의 실체적인

조경산업의 완성은 주로 시공기술자에 의하여 완성이 된다. 조

경시공기술자는 조경프로젝트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토대

로 산업현장에서 조경식재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술자들이다.

조경 시공기술자는 조경산업현장에서 인간, 지구환경, 자연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간 활동에 관련된 실용성, 기능성, 심미

성, 예술성의 창조, 환경조절을 하면서 공종의 다양성, 현장의

다양한 변화성, 고객의 독특한 취향, 타 분야와 마찰 등 수 많

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

무역량이 필요하다.

직무역량이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종업원의 내재적 능력(KSLP, 2010)으로, 대부

분의 어떤 일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직무효능감

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Jang, 2019).

직무효능감이란 어떤 직업적 상황이나 조건에서 개인의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다(Ko and Sim, 2014)는 효능감이다. 직무효

능감의 개념은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 efficacy)

이며,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느끼는 유능감(Rigotti et al., 2008; Lee,

2013 재인용)에서 출발한다.

직무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여 당면한 과제에 더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으로(Kim and Park, 2018) 알려져 있다.

직무효능감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조직 목표 달

성에 기여하는데(Han and Kim, 2019), 직무효능감이 높은 개

인은 책임감이 높고, 목표설정, 동기부여, 자율성, 자신감, 근무

지속성, 직무몰입, 직무만족도에 높은 영향(Lim et al., 2013)을
미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경험해 보는 것을 사전학습이라

고 한다. 실제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은

사전학습에 있다고 한다(Lee, 2015).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같은 수행의 성과에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논의되

고 있다(Yoo and Kang, 2014). 사전학습의과정을수행한이후

에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자기효

능감도 변화하게 된다(Kim, 2001).

현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

량의 발휘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룰 수 있는

데,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 사고를 촉

진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Raue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경 시공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취업 전 사전학습 요인이 취업 후 직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을 한 결과에서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현장학습(p<0.01), 간접경험(p<0.05)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론학습(p<0.05)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 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직무효능감에 사전학습 하위변수들중에서 상대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는 현장학습(β=0.351)이 간접경험(β=0.271)보다 크게 나타났다. 취업 후 직무 효능감은 취업

전 현장학습에서 실무적인 것을 직접 익히고, 체험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며, 취업 전 간접경험은 견학을

통해 조경 시공 분야에서비전을 발견하기 때문으로 유추되었다. 취업 전 사전학습중이론학습이 자신감과 직무 효능감에

통계학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경 시공기술자들이 이론적 학습보다는 현장학습이나 간접경

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즉, 조경시공기술자들은 조경전공 학교 교육에서 견학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접 체험하는 것과 현장실습과 같은 현장학습이 이론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경 시공기술자들의 내실 있는 인적자원 관리를위해서는 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전 현장학습과 간접경험과 같은 사전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이론학습, 간접경험, 현장학습, 조경교육,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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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경험해 본 것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chunk, 1989), 취업 전에 직

무교육이나 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수행에서 자신감이 높

아진다(Kim and Ryu, 2015)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이 32.7% 정도

에 이르고, 신입사원들의 직무역량은 기업의 기대치에 67%수

준(KCC and I, 2011)에불과하다(Kim and Ryu, 2015 재인용)

고 한다.

직무역량이낮을 경우에는 직무불만족, 이직, 직업전환 등으

로 실업의증가또는 실업의 반복, 사회및 조직 부적응문제를

발생케 하고, 기업의 고용 관련 제반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Kim, 2017)을 유발하기도 한다. 조경 산

업계에서는 신입사원들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직무역량을 발휘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경분야 전문교육은 사회적 수요에도 불

구하고, 조경교육에서 다양한 사회학적 접근방법이 부족하여

조경학과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게 현실(Oh, 2020)이어서, 신입사원들의 직무 역량이 낮

아 직무만족이 낮고, 이에따라 이직이나 직업 전환이 많은 것

으로 탐문되고 있다. 이것은 조경 시공기술자들이 실무현장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극복하고, 개인과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함양할 수 있는 취업 전 사전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경 시공자기술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산

업현장에서 직무자신감과 효능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의문이 많으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 자료는 찾

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사전학습에 대한 연구로 Kim(2008)은 학습자의 사

전지식, 인지부하, 몰입, 학습성취도 간의 관계 규명등 교육영

역 전반에서 사전학습이 교육효과 및 학습 성취도와의 관계성

에 대한 연구, 이를 응용하여 박물관 등 전시분야에서 사전학

습을 통한 전시 이해도 관련 연구(Lee, 2016), 건설현장 사전

안전교육이 사후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Lee, 2020) 연구

등이 있다. 직무효능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직무효능감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Kim, 2002), 소방공무원의 직무효능감(Han

and Kim, 2019), 평생교육사의 직무효능감척도 개발과 타당화

(Lee, 2019), 치위생과 학생의 직무효능감(Kim, 2018), 사회복

지사의 직무효능감(Kim and Yang, 2017)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조경학을 1973년에 처음 도입한 이래 약 40여

년 동안 조경학의 연구들은 대부분 자연이나 사회현상의 파악,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문화, 역사, 생태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

어져 왔으며(Kim, 2012), 조경시공자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경 사전학습이 직무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경 시공기술자들의 직무효능감은 개인의 성취감은 물론

경영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

고 있다(Kim, 2018). 반면, 조경분야 종사자들을 주로 양성하

는 고등학교, 대학, 전문 직업학교 등에서는 취업 전 사전학습

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류와 사전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부류

로 나누어진다. 특히, 조경시공에 대한 학습은 “학교에서는 기

능인의 양성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학습을 통한 고급인재의

양성으로, 현업에 취업하여 즉시 만족할 능력을 나타내기란 매

우 어렵다(Ahn, 1991)”는 주장들과 “학교에서 실무형 수업이

중요하다(Ahn, 2018)는 주장들이 상반되고 있다.

최근 들어 조경의질이 점점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

준의 조경지식(Lee et al., 2013)과 직무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조경시공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사전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것은 조경산업의 인적관리, 학교

교육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장에의 적응과 적용능력을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경시공자기술자의 조경전공에 대한 취

업전사전학습이일선산업현장의직무효능감에어떻게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커

리큘럼 개발과 조경시공기술자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직무효능감

1) 직무효능감의 정의 및 개념
직무효능감의 정의와 개념은 학자나 연구자들별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Betz and Hackett(1981)는 직무효능감의 개념을 특정한 직

무 관련 과제들, 활동들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Choi(2011)는 직무효능

감을 직업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판단이라고 하였다. Riggs and Knight(1994)는 주어

진 과업을 완수하는데요구되는일련의행동을정확하게해내고

조직화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 하였다. Bandura(1977)는

직무효능감이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스

스로의판단과믿음으로서, 개인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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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Boyatzis(1982)는 어떤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

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 개인이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

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직무효능감의 정의와 개념은 학자나 연구자들별

로약간씩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직무효능감의 개

념을 Kim(2010)은 산업이나 조직에서는맥락-특수적(domain-

specific) 측면에서 직무효능감을 자기효능감으로 접근한다고

하였다. 즉, 직무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해 필

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이들 대부분의 학자나 연구자들이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무

엇인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감’이란 어떤 일을잘할 수 있다는확신이지만, 효능감은

어떤 일을잘할 수 있다는확신을 하는 자신감을포함하여 아

직확실한 자신감은 아니지만 어떻게든해볼수 있다는 긍정적

인 생각을 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다

는확신적인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직 자신은 없으나 할 수 있

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효능감

은 어떤 직무에 대하여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나 아직

은 확실한 자신감을 없지만 해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무효능감의 중요성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특정 직업에서 높은 직무 수행을 보인

다(Kim, 2002). 또한, 직무효능감이 높은 근로자는 자신의 책무

와책임에서성공할것이라는믿음을가질확률이높다(Gardner

and Pierce, 1998).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쉽게포기

하지만, 자신감이란 어떤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포기하

지 않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직무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다.

3)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성요소)
직무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의 한 분야로 발

전된 것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원천은 과거에 수행한 성과,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 또는 정서적 각성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Skinner(1953)는 본인이 직접체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이것은 아직 해보지않은 것들을 체험해 보거나 현

장실습을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Bandura(1977)는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타인

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체나

심리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서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하는 이론, 강의, 견학 등을 통해서 학습이 될

수 있으며, 신체 및 심리상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직무효능감을 정리해 보면, 직무효능감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성과, 간접경험, 타인에 대한 관찰, 언어적

설득, 개인의 신체 및 심리적 상태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요

약된다. 여기에서 직무효능감은 과거의 성과인 아직 몰랐던것

을 알게 되는 이론학습, 관찰, 현장경험, 견학, 구두설득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효능감이고, 간접경험은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발생하는 효능감이다.

이와 같은 직무효능감의 원천이 되는 사전학습의 주요 개념

은 이론학습, 간접경험, 현장실습 등으로 축약된다.

2. 취업 전 사전학습

1) 취업 전 사전학습의 정의 및 개념
‘학습’이란 어떤 것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다(Naver Dict,

2021). 사람들은 선수 학습된 것에따라 행동하거나, 다른것에

전이하여 응용해 나가면서 역량을 확장한다. 일반적으로 사람

들은 인지발달 과정에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을 상상

하거나, 일을처리하는 데 매우어려움을겪는다. 반면, 사람들

은 대부분의 어떤 것을 이론, 경험, 견학, 놀이 등을 통하여 몰

랐던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직접 이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적용 또는 응용하면서 살아간다.

‘사전’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이

란 뜻이다(Naver Dict, 2021). ‘사전학습’이란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을 미리 하는 일이라고 볼 때, ‘사전학습’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배우거나 익히는 것을 뜻한다. ‘사전학습’은 새

로운 기능이나 정보를배우기위해 요구되는 사전에 필요한 학

습 지식을 의미(Byeon and Kim, 1997)하는 것이다. 사전학습

과 유사한 것은 선수학습이 있다. 선수학습은 어떤 학습을 위

해 미리 학습하고, 습득해야 할 학습을 뜻하여 사전학습과 다

소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직 몰랐던 것에 대하여 이론 강의,

경험, 견학, 실습 등을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상

상하거나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직무를 하기 전에 사전

에 학습하거나 경험을함으로써직무를잘하거나 해낼수 있다

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 직무효능감이다.

2) 사전학습의 중요성
사전학습은 학습자의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자

변인(Tobias, 1987)이라고 한다. 학습자는 사전학습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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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학습내용에 대한흥미와

자신감이 유발되며,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학습의 능

률이 높아진다(Lee, 2015)고 한다.

학습자들은 사전학습의 과정을 수행한 이후에 그 결과로 얻

게 되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자기효능감도 변화

(Kim, 2001)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전학습은 후속되는 학습의

50%가량을 예측할 수 있다(Bloom, 1971)고 한다.

취업 전 사전학습은 취업 이전에 실제적인 기술과 지식의

연마 및 습득에 도움을 주며, 학습자의 사전학습이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친다(Choi, 1998)고 보고되고 있다. 사전학습이 직

무효능감에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취업 전 사전학습

은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3) 사전학습의 구성 개념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것(Skinner, 1953)으로 직무효능감도

어떤 것에 의하여 사전에 학습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인 사전학습의 내용은위에서언급된 바와 같이 이론, 강의, 견

학, 실습, 체험, 놀이 등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전적 용어

들 중에서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전학습은

이론학습, 현장학습, 간접경험으로 축약된다.

(1) 이론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 변수와 측정할 수 없는 구

성된 개념으로 짜여진 하나의 체계(Bacharach, 1989)로서 사

전적 의미, 학술적 의미와 학습 과정에서의 의미가 다소 차이

가 있다. 사전적 의미의 이론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따위를 해

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Netpolity, 2021)를 뜻한다.

학술적 의미의 이론은 현상을 논리정연하고 시스템적이며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Bacharach

1989). 학습과정의 이론학습은 어떤 것에 대한 정의, 개념, 내

용, 현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법칙, 원칙, 특질, 의미, 비평

등을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두루 학습하는 것으

로 단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론학습은 아직 몰랐던 내용들을 체계적인 학습방법에 따

라 지식을 쌓아가면서 실전을준비하는 기초과정이라고볼수

있으며(Lim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정의 이론학습

개념을 따르고 있다.

(2) 간접경험
간접경험이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

을 보고,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처럼 느끼면서

지식이나 기능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적이면 나도 할 수 있

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일을 볼

때면 그 일이 어렵겠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

고,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비록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나는 다

른어떤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는 반대적 생각을 가질수도 있

는 것이다.

(3) 현장학습
현장학습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써, 교실 바깥에 있는 장소들을 조직적으로 찾아가면서

하는 학습’(GyoYook-BOOK, 1995)으로 학습자가 일상 환경에

서벗어나 현장에서 관찰, 참여하고 느끼고 실천하는(Oh, 2011)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목과 연결하여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

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하며(Bitgood, 1989), 효과

적인 학습방법으로서, 관련 있는 사람과 면접하는 등으로, 야외

관찰, 야외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Lee, 2010).

3. 소결론

취업 전에 사전학습은 현장학습 과정에 본인이 해보고싶었

던 전공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적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전에 현장학습 경험이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Kim, 2012),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므

로 사전학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경 시공기술

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 두려움 없

이 해결할 수있도록 하는 자기효능감을 끌어올릴필요가 있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조경시공 종사자 및 관리자들에게 인적자원 관리

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경시공 종사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모형, 가설의 설정, 설문지의 개발은 먼저 각종 문헌

에 의하여 2차자료를 수집하여 조경전문가 3명, 통계학전문가

1명총 4명의 전문가들로부터델파이방법(Dalkey et al.,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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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연구모형의 개발, 가설의 설정, 설문지의 개발, 예비

설문 후 수정 및 보완 등을 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요소들에 대

한 조작적 정의를 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 항목의

측정은 리커트 타입(Likert type) 5점 등간척도로 하였다.

전문가들과 예비설문조사에서 내용 구성의 타당성을검증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전국의 조경 시공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무작위횡단적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의배포는 2011년

11월 2일부터 2020년 8월 23일까지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등

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배부하여 127부

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무성의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113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의 통계분석

설문 조사된 내용은 통계학적으로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

상관성분석, 분산팽창계수 확인, 요인분석, 주성분분석, 회귀분

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인 SPSS Windows Ver. 26을 이용하였다.

가설의 검정은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ful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명목척도로 구성된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를 생성하여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 진단을 위해서 회귀분석 후에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였으며, 분산

팽창계수 기준값은 10 이하를 적용하였다.

Ⅳ.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전학습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 교육학(Kim and Lee, 2015), 간호학(Kim, 2010), 사회복지

학(Kim and Chun, 2016) 등의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조경

시공기술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영

향을 미친다’라고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Figure 1

참조).

취업 전 사전학습은교육분야에서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할 지식이나

기능 수준을 의미(KSLP, 2010)하는 사전학습 개념으로 사전

학습의 변수 구성은 이론학습, 간접경험, 현장학습으로 총 3개

변수로 하였다.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의문인 ‘조경 시공기술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기 위하여 개

발된 연구모형의 구성 개념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취업 전 사전학습이 조경종사자의 직무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취업 전 이론학습은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취업 전 간접경험은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취업 전 현장학습은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의 고찰을 통

하여이미검증된변수들의사전적또는추상적으로표현된구성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것으로, 변수의 개

념이 의미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변수를 구성하

는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Chae, 2003)하였다.

1)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취업 전 사전학습
‘취업전사전학습’의조작적정의는취업후조경산업현장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였다. ‘취업 전 사전학습’의

구성 항목은 이론학습, 현장학습, 간접경험으로 하였으며, 문항

은 총 13개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Table 1 참조).

이론학습의 설문 구성항목은 이론수업에 관심, 이론학습 후

￭ Prior� learning ￭ Job� self-efficacy�

� � •� Theoretical� learning

� � •� Field� trip � � •� Job� self-efficacy

� � •� Indirect� experience

Figure 1. Research model: The Impacts of job self-efficacy on
among the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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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경에 관심, 이론학습의 기회로 총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현장학습의 설문항목은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실무적인 것

을 익힘, 지식과 정보, 직접참여, 작업을 직접 해봄으로 총 5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간접경험의 설문항목은 견학, 아름다운 경

관을 보고 직접 만드는 생각, 조경분야에 대한비전, 조경작업

하는 생각, 조경이 어려운 작업으로 총 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인 ‘직무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지각된 능력(Bandura, 1977)으로 하였다.

직무능력은 측정지표와 지표에포함되는항목의 수 및 종류

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므로,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

을중심으로 하여 사전학습의 다양한 측면들을 두루종합적파

악하여 평가(Pollard, 1996) 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기술자들의 직무효능감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직무효능감 변수의 측정항목

은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2 참조).

Ⅴ. 결과

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파악한 결

과 총 표본 수는 113개였다(Table 3 참조).

수집된 표본 중에서 남성은 102명(90.3%), 여성은 11명

(9.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조경

시공분야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이 참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자의 나이는평균 30.3세로비교적젊은층을 이루고 있

으며, 31∼35세는 56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6∼30세가 48명(42.5%), 21∼25세가 9명(8.0%)이었다. 학력

은 대학교 졸업자가 86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

로는 전문대졸 12명(10.6%)이었다. 조경경력으로는 6년 차 이

상이 39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2∼3년

차가 31명(27.4%), 3∼5년차가 24명(21.2%) 순이었고, 1년미

만이 7명(1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는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통계학적으로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다. 요인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의 개념적 변인

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1) 사전학습에 대한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다른변수에의하여설명되는정도를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prior learning variables pre-employment of the landscape construction engeeniners

Variable Configuration� item Authorship

Theoretical� learning

Interest� in� theory� class�

Cho� (1999)After� learning� theory,� I� became� interested� in� landscape� architecture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theoretically�

Field� trip

Degree� of� field� practice� in� the� field� of� interest

Pinsky� and� Wipf� (2000)

KSLP� (2010)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field� trips� in� the� field� of� interest

Degree� of� which� have� learned� and� mastered� in� the� field� of� interest

Degre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field� training� in� the�

field� of� interest

Degree� of� which� have� directly� practiced� what� you� learned� through� field� training�

in� the� field� of� interest

Indirect� experience

Degree� of� field� practice� in� the� field� of� interest

Ryan� (1997)

Ko� (1998)

Degree� of� which� thought� about� trying� to� practice� himself� after� seeing� good�

examples

Degree� of� which� thought� that� there� is� a� vision� in� the� field� after� seeing� good�

examples

Degree� of� which� thought� of� himself� trying� to� see� other� people� doing� work

Degree� of� hearing� that� the� field� of� interest� i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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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KMO(Kaiser-Mayer-Olkin)는 0.847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 유의성이

0.00인 것으로 보아 단위행렬은 요인분석에 이용될 변수들의

상관행렬이 상호독립적이며,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없음을 의

미하였다.

독립변수인 사전학습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개념적으

로 이론학습, 간접경험, 현장학습으로 총 3개 변인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요인적재치가 모두 0.79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

수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들을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79.4%였으며, 신뢰성은 현장학습 0.932, 간접경험

0.850, 이론학습 0.869로모두 신뢰성이 높은편이었다(Table 4

참조).

설문구성항목중요인분석결과에서 상관관계가 매우낮은

±0.3 이하로낮은(Lee and Lim, 2013) 간접경험 2개항목은 무

의미하여 제거하였다.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설명하는 지표인 아이겐 값은

현장학습 > 간접경험 > 이론학습순으로각각 5.219, 2.612, 0.905

로 현장학습이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장학습이 변수들의 분산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KMO는 0.860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속변수인 직무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초기 고

유값인 아이겐 값은 4.060이었고, 누적 설명력은 58.0%이었으

며, 요인 적재치는 0.66 이상으로 변수들의 타당성이 입증되었

으며, 신뢰성검증결과, Cronbach's α가 0.877로 신뢰성이 높아

내적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3. 연구가설의 검증 및 결과

조경종사자들의 사전학습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검증하

고자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self-efficacy variables pre-employment of the landscape construction engeeniners

Variable Configuration� item Authorship

Self-efficacy

If� someone� teaches� me,� I� can� handle� the� problem� well.

Bandura� (1977)

Even� if�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to� me,� I� can� handle� it� well.

There� is� no� problem� adjusting� to� work.

Anything� I� have� to� do,� I� can� get� it� done� to� the� end.

Can� do� business� planning� and� business� processing� well.

Improvement� of� skills� and� abilities Vealey� (1986),

Feltz� and� Riessinger� (1990),�

Joo� and� Chung� (2002)Trust� in� myself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 among the designer &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South
Korea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113

Sex
Man 102 90.3

Female 11 9.7

Age

21∼25� years� old 9 8.0

26∼30� years� old 48 42.5

31∼35� years� old 56 49.5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graduation
1 0.9

High� school� graduation 5 4.4

College� graduation 12 10.6

University� graduation 86 76.1

Master� degree 7 6.2

Doctoral� degree 1 0.9

The� others 1 0.9

Personal

history

Less� than� 1� year 7 6.2

1st� year 12 10.6

2∼3� years 31 27.4

3∼5� years 24 21.2

More� than� 6� year 39 34.5



김도균․김정철․김화정 :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8권 제1호(2022년 3월)� � 9

1) 상관관계
회귀계수들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여부를검사하여 가설검증을위해투입된 독립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와 각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에서 이론학습과 직무효능감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

성이 있었다(p<0.05). 각변수들 간의 관계는모두 정(+)의 관

계였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이론학습과 간접경험이

0.642였다(Table 6 참조).

2) 조경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사전학습 자기효능감 가설검증
조경 시공기술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

감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한 후 실증적으로 설문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ful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은 공차가 0.1 이상이었고, VIF값이 2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참조).

Durbin-Watson은 1.907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잔차들

Table 4. A result of statistical reliability analysis of prior learning among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South Korea

Factor

Measure�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Cronbach's� α
Field� trip Indirect� experience Theoretical� Learning�

Field� trip� 12 0.878 -0.030 0.182

0.932

Field� trip� 13 0.877 0.146 0.109

Field� trip� 11 0.874 0.184 0.113

Field� trip� 10 0.873 0.121 0.067

Field� trip� 9 0.867 0.056 0.101

Indirect� experience� 6 0.043 0.879 0.113

0.850Indirect� experience� 5 0.121 0.820 0.378

Indirect� experience� 7 0.152 0.816 0.310

Theoretical� learning� 3 0.050 0.132 0.864

0.869Theoretical� learning� 2 0.241 0.393 0.760

Theoretical� learning� 1 0.209 0.455 0.751

Eigen� value 5.219 2.612 0.905 Accumulated� percentage� (%)

79.4Explained� value� (%) 36.1 23.2 20.1

Table 5. A result of statistical reliability analysis of job self-
efficacy among the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South Korea

Factor

Measure�

items

Factor� 1

Cronbach's� α
Self-efficacy

Self-efficacy� 3 � 0.812

0.877

Self-efficacy� 6� � 0.801

Self-efficacy� 7 � 0.788

Self-efficacy� 4� � 0.770

Self-efficacy� 5 � 0.768

Self-efficacy� 1 � 0.721

Self-efficacy� 2 � 0.660

Eigen� value � 4.060 Accumulated�

percentage� (%)

58.0
Explained� value�

(%)
58.0

Table 6.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the
designer &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South Korea

Variable
Theoretical�

learning

Field

trip

Indirect�

experience

Prior

learning

Theoretical

learning
1 　 　

Indirect�

experience
0.642** 1 　

Field� trip 0.259** 0.347** 1

Efficacy Self-efficacy 0.124 0.314** 0.37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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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상관관계가 낮아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회귀

모형에 적합하다고볼수 있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독

립변수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수간 상관관계는 R=0.4259로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어

서 회귀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 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사전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인 R2 값이 0.184(Adj. R2=0.161) 정도

로 Cohen(1988)의 다중회귀효과 기준으로는 중간정도의 효과

가 있고, p-value가 0.00으로낮아서 유의한 예측변수와 반응변

수사이에 여전히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예측하고

자 하는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취업 전 사전학습의 본질적인 내

용을 정밀하게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직무효능감과 취업 전 사

전학습 사이에 유의한 정보가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전 사전학습 변

수들 중에서 현장학습, 간접경험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다중회

귀분석한 결과에서 t값이 모두 (+)이고, 유의성이 있으며

(p<0.00), 양적(+)인 영향이 있지만, 이론학습은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p>0.05) 나타났다. 따라서 조경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칠것이라

는 가설에 현장학습과 간접경험은 채택되었지만 이론학습은

기각되었다.

조경 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직무효능감에 사전학습 하위변수

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는 현장학습(β=

0.351)이 간접경험(β=0.271)보다 크게 나타났다.

4. 논의

1) 전체
‘조경시공기술자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하여 통계학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에서 현장학습과 간접

경험은 채택되었고, 이론학습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취업 전 사전학습 변수들 중

에서 중요도는 현장학습 > 간접경험 > 이론학습 순이었다. 이

것은 조경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전 과정의 현장학습과 간접경험이 이론학

습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론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조경시공기술자들은 ‘이론학습’이 ‘직무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우리나라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의 조경학 이론교육이 조경시공기술

자들의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영향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사전학습에 따른 학업

성취도 등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에서는 이론학습과 같은 사전

지식과 몰입, 인지 부하, 흥미, 호기심과 같은 심리적 반응에서

설명력이 높다(Kim, 2008).

이처럼 ‘이론학습’은 일반적으로 매우중요한 것으로 인식되

어온 것이지만 조경시공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이론학습이 직무

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난것은 의외적

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실생활

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식을 학습하는(Jeon and Park, 2000) 것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은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사전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분양의 이론이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경시공

기술자들은 다른산업분야에비하여 하는 일과작업과정, 작업

환경, 작업의 특성 등이 특이하여 일반적인 기존의 이론으로

추론하거나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처럼조경시공기술자들의 이론학습이 직무효능감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뒷받

Table 7. A result of statistical regression analysis of self-confidence about the prior learning among the designer & construction engineer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South Korea.

Independence�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β
t Sig�

Multicollinearity
Result

Tolerance VIF

Theoretical� learning -0.137 -1.230 0.22 0.611 1.635 Reject

Indirect� experience 0.283 2.446 0.01** 0.566 1.768 Accept

Field� trip 0.302 3.196 0.00*** 0.848 1.179 Accept

R=0.429,� R2=0.184,� Adj.� R2=0.161,� F=8.119,� Sig.� F=0.000,� Durbin-Watson=1.907.

*� p<0.05,� **� p<0.01,� ***�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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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할 만한 자료가 아직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현상을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론이라는 것은 그동안몰랐던여러 가지 사물, 현상, 원리,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학문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게 하거나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학습과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론 중심의 학습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가

장 쉽고 빠르게 느끼며, 무엇보다도 현장의 상황과 변화에 대

처할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Kim, 2002). 조경시공분야의 취업

전 이론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경학

교육을 산업현장에 필요한 현실적 내용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3) 현장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취업 전 현장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취업 전 현장학습이 취업 후 직무 효능감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현장학습 경

험이 취업 후 사회복지실천 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Kim

and Chun, 2016)는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현장학습이란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견학 등과 같이

‘체험함으로써배우는(Learning by Doing) 활동’이 학생들에게

보다 흥미 있고 유의미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밖의

현실 생활에 보다 전이력 높은 학습방법이다(Yang, 2001).

취업 전 현장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취업 전 현장학습을 통하여 그동안학습하였던이론

을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 보고, 생소하였던 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여 외연을 넓히거나,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거나 숙련하

였거나, 전공분야를 직접 체험해 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거나,

직무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과숙련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

리 자기주도 학습으로 대비하며, 그 과정에서 역량이 높아지고

(Kim, 2012 재구성), 특수 상황에 대한 현장 적응도와 직무 적

합성이 성숙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장실습은 특정분야의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서(Kim, 2002)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를 실제

의 행동, 경험, 실험 및 응용 등을 통해서 더욱 심화시키는 학

습의 연장으로서의 의미(Kim and Cho, 1995)가 있다.

현장실습은 지식중심의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기를 현

장에서 직접 해봄으로써이론과 실기의모순및 공통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안목과 능력을 기르고, 전문적 지도자로서 적성

검토와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Kim,

2002).

최근 들어서 대학교육이 교양이나 이론학습 중심으로 치우

치고 있어서 조경학전공 교육기관은 실습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학습의 기회가 적어서 조경학에 대한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인재를 찾기란 대단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산업현

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갖추고, 실제 상황에

이론을 적용하고, 실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Doebler et al., 1998)할 수 있는 직무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는 직무에 관련된 현장실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취업 전 간접경험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간접경험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지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모방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Bandura,

1977)이다. 본 연구에서 취업 전 조경에 대한 간접경험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하였던내용으로 보아견학을 하거나탐방등을 하면서

다른 조경가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거나, 소문을 듣거나, 어

떤 경관을 보면서 본인도 조경작업을 하는 것을 꿈꾸어 보는

것이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직접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직무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행

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특수한 행위를 억제하거나 피하게 되

는 수가 있으며, 모방을 통한 행동의 촉진작용을 함(Naver

Blog, 2021)으로써 관찰, 타인의 행동, 소문 등에 의하여 학습

화된 것이다.

사람들은 일차적으로누군가가 하는 일을 보고흥미를 느끼

거나 본인도 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한 타인의 영향

력은 진로태도 성숙의 향상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Yoo

and Kang, 2014).

5) 소결론
과거에 어떤 일을 수행하였던 경험은 직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Hackett and Lent, 1992)고 한다. 대학에서는 지식 중

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중심의 교육이 수반되어져야 함에

도 불구하고, 대학교육과정은 대부분 학문 중심의 이론교육으

로 되어 있어 실습생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Kim, 2002).

직무효능감을 높여주는 사전학습은 학습자스스로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과정이므로 실제로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15).

조경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들의 학습목표는 유능한 인재

양성,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인재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전 현장학습을 많이 한 조경종사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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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어려운 일들을 수행해 냄으로써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의미 있음을 더 크게 인식하여 자긍심을 갖게 됨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Kim, 2012), 조경산업 현장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조경실무는작업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실무적용 기능,

기술, 예술적 기예, 창의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학습으

로만은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견학, 체험, 훈련으로 기

능, 기술, 기예 그리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간접경험과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경 시공종사자들의 취업 후 직무효능감을 높이

기위해서는 취업 전 현장학습, 견학, 멘토또는 성공한 사람들

과의 만남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경분

야에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로서 각 현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참고로

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추후 구

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조경시공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사전학습

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

문조사를 통하여 통계학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조경시공분야 기술자들의 ‘취업 전 사전학습이 취업 후 직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통계학적으

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 현장학습과 간접경험은 채택

되었으며, 이론학습은 기각되었다.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취업 전 사전학습 변수들 중

에서 중요도는 현장학습 > 간접경험 > 이론학습 순이었다. 이

것은 조경 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전 현장학습과 간접경험이 이론학습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 전 현장학습과 간접

경험이 취업 후 직무 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장

실습, 답사, 체험, 탐방등을 통해서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보며, 작업을 직접 해보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이론학습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것

이지만 조경시공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이론학습이 직무효능감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현상

이다. 이처럼 취업 전 이론학습이 취업 후 직무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난현상은 이론학습이 취업 후

직무와 연계성이낮기 때문일 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조경 산업분야에서 조경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

는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직무효능감이중요하다고볼때 직무효

능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취업 전 현장학습, 간접경험이 매

우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우리나라 조경 학습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조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동기 부여와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터를 닦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전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 사전학습 환

경, 사전학습의 정도, 전수자의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 직

무의 구체적 항목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 보다

더 많은 샘플과 구조화된 설문으로 조경 계획 및 설계, 관리,

생산, 시설 등의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연령층,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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