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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편성과 비교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
지로 총 195부의 자료를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경제수준, 전공계열, 전공선택동기, 성적, 전공만족도 및 부모의 진로지지
를 예측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944, 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진로준비행동 총 변화량의 50.5%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좀 더 
능동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전공만족도, 진로지지, 진로준비행동, 부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parents’ career support o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esents basic data for making active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April 15 to May 14, 2021 195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As a result,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were 
followed by Economic level, Major category, Motivation of the major, Grade, the major satisfaction 
and parents’ career support.  The multiple regression explanatory power was 50.5percent of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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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through increase the major satisfacton and enhance parents 
career support in order to  the activ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areer Support,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Parent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어릴적 꿈
이자 희망으로 인한 능동적인 선택도 있지만, 고
등학교 내신 성적과 주변에서 제공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등을 토대로 수동적인 선택도 많다. 
대학생의 전공은 미래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
기 때문에 능동적 선택이든 수동적 선택이든 졸
업 후 선택할 직업과 다르다면, 전공에 대해 만
족하기 어렵고 진로에 대해 혼란이 초래된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을 위한 입사원서를 작성하
면서 전공선택에 대한 후회를 경험한 경우가 
50%이상으로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 또한 
힘들게 대학생활을 마치고 전공에 따라 직업을 
찾고 난 후에도 직장을 포기하거나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전공이 미래의 직업 및 진
로와 일치하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며[2], 높아진 
전공만족도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켜 좀 
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3]. 
이처럼 대학생의 전공과 그에 대한 만족도에 따
라서 취업과 진로를 위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다[4-5]. 따라서 
전공 만족도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즉 자신의 
직업으로 이루고자하는 목표와 욕구[6] 뿐만 아
니라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7-8].
  현대인들의 직업 가치관은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에 맞춰 어떤 측면을 중요시하는가와 같은 
외적 변인과 개개인이 속한 환경 내에서의 내적 
변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우선 사회문화적 외
적 변인으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성취감과 자
아실현이 직업가치관의 우위에 있었지만[9], 최근
에는 무엇보다도 물질적 보상이 중요해졌다[10]. 
개개인의 내적 변인으로는 우선 자녀 인생의 기
초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자녀의 

결정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고려되
는 집단주의적 문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 속 통제된 환경에 익숙해져있어, 부
모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있다[11]. 자녀의 자신감
과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영향이 크고[12], 부모
의 진로지지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관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이미 성인이 된 대
학 졸업반 학생들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
이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할지 갈팡질팡하
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이에, 부모의 진
로지지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
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며,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 부모’등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모의 무분별한 개입과는 다른 개념이
다. 자녀의 삶에 전반적인 개입과 간섭이 아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삶의 
경험치가 높고,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모세대의 시각으로 조언과 충고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는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으로 바람직 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자녀의 강점을 부각시켜 사회 속
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행복한 삶을 영
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당연한 태도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자녀의 적성과 특성에 맞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지지하며, 적성과 특성에 맞는지 확신이 서
기 전이라면, 대학생 자녀의 전공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살피며,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된 집단감염을 포함하여 급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직업과 직종의 변
화는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개
개인은 평생에 걸쳐 진로 탐색을 반복해야할 가
능성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용
하고 결정할 진로준비행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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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로준비행동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으로,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결정된 진로목표달성을 위해 행위적 노력
을 얼마나 했는가를 의미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준비행동
은 이후 진로의 탐색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15], 자발적인 동기 및 의지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는 스스로 정한 능동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으
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 자
신의 꿈을 이루기위한 근간이 되는 행동도 있겠
지만,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에 대한 현실적 인
식을 위한 정보수집도 포함이 된다. 
  이에 종합해보면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
지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재 취업자나 실직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어[16] 대학생들의 행동적 측면을 연
구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좀 더 능동적이
며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하여 전공만족도
를 높이며 긍정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위해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
동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과 영
향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15부터 5월 14일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
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
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주었다. 연구를 허락
한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
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대비하여 20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
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95
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6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 166
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195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변수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종속변
수인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된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간
호학 교수 2인, 교육학 교수 1인 총 3인의 전문
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에 포함된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과 경제수준의 
선택 문항을 두었고, 전공관련 특성으로는 전공계
열과 전공선택 동기 및 성적의 선택문항을 두고 
표시하게 하였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척도는 이동재[17]의 연구에 사용
된 질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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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9이었다. 

  2.3.3.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진로지지는 부모와의 의미있는 상호작
용의 결과로 얻게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다
[18]. 척도는 이상희[19]가 개발한 부모의 진로지
지 척도를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0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945 이었다. 

  2.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20]이 개념화하였고, 취
업준비행동과 직업탐색행동을 모두 포함한 진로
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며 본인에
게 적합한 진로를 위해 행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위해 신하영[21]의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7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좀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8이었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Ÿ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

로준비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Ÿ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
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
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
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Ÿ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
동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Ÿ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해당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설
명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
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결 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95
명의 대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79(40.5%), 여학생
이 116명(59.5%)이였다. 1학년 53명(27.2%), 2
학년 86명(44.1%), 3학년이 29명(14.9%)이고 4
학년은 27명(13.8%)였다. 경제수준에 상으로 답
한 이는 50명(25.6%)이며 중은 135명(69.2%)이
었고, 하로 답한 이는 10명(5.1%)였다. 전공이 
의료보건계열인 학생은 114명(58.5%), 항공계열
은 33명(16.9%), 사회문화계열 21명(10.8%)이었
고 이공계열 학생은 27명(13.8%)이었다. 전공선
택 동기로는 취업이 용이해서라고 답한 이는 69
명(35.4%), 장래희망은 114명(58.5%), 타인의 권
유가 12명(6.2%)였다.성적에는 평점 4.0이상이 
30명(15.4%), 3.0이상 4.0미만은 135명(69.2%) 
3.0미만은 30명(15.4%)였다.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
로준비행동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전
공만족도는 최대 100점, 최소 39점, 그리고 평균 
80.22±12.48점이였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4.01±0.62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지지는 최대 100점, 최소 30점, 그
리고 평균 76.86±13.35점이였으며 각 문항별 5
점 만점으로 3.84±0.67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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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Gender(average age : 20.65)
Male 79(40.5)
Female 116(59.5)

School year

1 School year 53(27.2)
2 School year 86(44.1)
3 School year 29(14.9)
4 School year 27(13.8)

Economic level
High 50(25.6)
Middle 135(69.2)
Low 10(5.1)

Major category

Medical Health 114(58.5)
Aviation 33(16.9)
Humanities and Social 21(10.8)
Engineering 27(13.8)

Motivation of the major 

Got a job easy 69(35.4)

Hope to have in the future 114(58.5)

Recommendation of others 12(6.2)

Grade

More than 4.0 30(15.4)

3.0~4.0 135(69.2)

Less than 3.0 30(15.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5)

 

Table 2. The degree of the major satisfaction, parents’ career support and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N=195) 

Variables Mini/Max
Total Items

M±SD
Item

M±SD

Major satisfaction 39/100 80.22±12.48 4.01±0.62

Parents’s career support 30/100 76.86±13.35 3.84±0.67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17/85 59.96±12.80 3.53±0.75

  진로준비행동은 최대 85점, 최소 17점이였으며  
평균 59.96±12.80점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별 5
점 만점으로 3.53±0.75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
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남성(4.14±0.62)이 여
성(3.92±0.46)보다 높았고(t=2.46, p=.015), 부모

의 진로지지도 남성(3.96±0.66)이 여성(3.76± 
0.66)보다 높았으며(t=2.11, p=.037)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
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학년
으로 갈수록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고, 부모의 진로
지지도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경제수준을 상으로 답한 경우(4.23± 
0.59)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고(F=4.53, p=.012), 
부모의 진로지지도 상으로 답한 경우(4.13±0.59) 
중이나 하 보다 높게 나타났고(F=11.30, p<.000) 
진로준비행동도 경제수준이 상(3.73±0.73)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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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major satisfaction, parents’ career support and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by General Characteristecs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N=195)  (scheffe test)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Parents’s career 
support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MD±SD t/F(p) MD±SD t/F(p) MD±SD t/F(p)

Gender
Male 4.14±0.62 2.46

(.015)
3.96±0.66 2.11

(.037)
3.65±0.84 1.88

(.061)Female 3.92±0.46 3.76±0.66 3.44±0.68

School 
year

1 School year 4.10±061

1.66
(.177)

4.00±0.54

1.52
(.212)

3.69±0.82

1.47
(.225)

2 School year 4.04±0.60 3.81±0.69 345±0.70
3 School year 3.97±0.63 3,76±0.68 3.40±0.82
4 School year 3.79±0.68 3.73±0.78 3.58±0.69

Economic 
level

High 4.23±0.59
4.53

(.012)

4.13±0.59a
11.30

(<.000)

3.73±0.73a
6.78

(<.001)
Middle 3.93±0.62 3.79±0.64a 3.51±0.71a
Low 4.08±0.67 316±0.82b 2.81±0.99b

Major 
category

Medical Health 3.94±0.62

1.41
(.241)

3.74±0.65

2.57
(.056)

3.32±0.76a

10.05
(<.000)

Aviation 4.13±0.73 3,93±0.61 3,77±0.66ab
Humanities and 
Social

4.15±0.51 3,91±0.94 3,57±0.59a

Engineering 4.07±0.54 4.11±0.49 4.07±0.58b

Motivation 
of the 
major 

Got a job easy 3.82±0.62

5.64
(.004)

3.71±0.59

3.92
(.021)

3.19±0.75a

14.66
(<.000)

Hope to have in 
the future

4.13±0.60 3.95±0.65 3.76±0.62b

Recommendation 
of others

4.01±0.66 3.59±0.99 3.30±1.12ab

Grade

More than 4.0 4.12±0.59
.81

(.447)

4.07±0.69a
3.47

(.033)

3.66±0.66a
3.92

(.021)3.0~4.0 4.01±0.63 3.84±0.64ab 3.57±0.73ab

Less than 3.0 3.91±0.62 3.62±0.70b 3.19±0.88b

가장 높았으며,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F=6.7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부모
의 진로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지만, 진로준비행동은 이공계열(4.07±0.58)이 
가장 높았고 항공계열(3,77±0.66), 사회문화계열
(3,57±0.59), 의료보건계열(3.32±0.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F=10.05, 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대상자의 전공 선택 동기로 장래희망(4.13± 
0.60)이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타인의 권유
(4.01±0.66) 그리고 취업이 용이해서가(3.82± 

0.62) 가장 낮았으며(F=5.64, p=.004), 부모의 진
로지지에서는 장래희망(3.95±0.65)이 가장 높았
고, 타인권유(3.59±0.99)가 가장 낮았으며
(F=3.92, p=.021), 진로준비행동에서도 장래희망
(3.76±0.62)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이 용이해서가
(3.19±0.75)가 가장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또한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대상자의 성적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의 진로지지는 
성적이 중과 하보다 상일 때(4.07±0.69)가 가장 
높았고(F=3.47, p=.033),  진로준비행동에도 성적
이 상일 때(3.66±0.66) 중과 하보다 높았으며
(F=3.92, p=.02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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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n Matrix of Variables                                           (N=195)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Parents’s career 
support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r(p)

Major satisfaction 1

Parents’s career support
.542

(<.001)
1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461
(<.001)

.620
(<.001)

1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
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
의 진로지지(r=.542, p<.001)와 진로준비행동
(r=.461 p<.001)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r=.620, 
p<.001)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3.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제수준, 전공계
열, 전공선택동기 및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수준은 중, 전공은 
항공계열, 전공선택동기는 타인권유, 성적은 
3.0~4.0을 준거변수로 가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
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
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rbin- 
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765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
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
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098로 나타나 1.0이상
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193~.875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
산팽창인자는 1.143~5.189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50.5%(R2=.505, Adj R2= 
.476)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6.944, p<.001). 대
상자 부모의 진로지지(β=.436)가 진로준비행동
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전공만족도(β=.169)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
비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
로지지 및 진로분비행동 간의 관계 및 대학생의 좀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전
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
점에 4.01점 이었다. 이시라[22]의 연구결과 
3.77, 최현주[23]의 연구결과 3.79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성별과 전공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거
의 없었던 선행연구[24]와 달리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상일 때 높았다.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장래희망으로 선
택했을 때 높았는데, 이는 외적인 환경요인보다는 
개인의 만족에 있으며,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이
나 타인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
도가 낮았던 결과[24]와 일치한다. 또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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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N=195)

     Variables
B SE β t p R2 Adjusted 

R2 F(p)

.953 .352 2.708 .007

.505 .476
16.994
(<.001)

Economic 
level

High

Middle .036 .097 .021 .367 .714

Low -.326 .193 -.096 -1.684 .094

Major 
category

Medical Health

Aviation -.180 .128 -.118 -1.405 .162

Humanities and 
Social

-.237 .153 -.098 -1.550 .123

Engineering .209 .152 .096 1.375 .171

Motivation 
of the 
major 

Got a job easy

Hope to have in 
the future

-.164 .177 -.105 -.926 .355

Recommendation 
of others

.104 .181 .068 .576 .565

Grade
More than 4.0
3.0~4.0 -.085 .119 -.041 -.712 .478
Less than 3.0 -.117 .116 -.056 -1.014 .312

Major satisfaction .204 .078 .169 2.609 .010

Parents’s career support .492 .076 .436 6.465 .000

의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거나 진로준비를 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다[24].
  부모의 진로지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점 만
점에 3.84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에 관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부모님이 70%이상이라
는 연구결과[25]에 비춰 진로탐색과 취업준비행
동에서 부모의 지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6].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
의 진로지지를 높게 평가했지만, 박희정[27]의 연
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미하게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
아졌다. ‘금수저’라는 용어처럼 자녀의 진로에 있
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
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요하다는 이
상희[19], 장현지와 홍아정[28]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지만, 부모의 진로지지 중 정보적 지지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한 송현심과 홍혜
영[2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부

모의 경제적 지지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핵심
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공선택동기
가 장래희망일 때가 가장 높았고, 취업이 용이해
서, 타인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도 높을수
록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았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5점 만점에 
3.53점 이었고, 경제수준에 따라 높을수록 진로준
비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선택동기가 장래
희망일 때, 타인권유, 취업이 용이 순으로 나타났
으며, 성적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
났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부모의 다양한 분
야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활발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대학생의 진로에 관해 
스스로 고민하고, 탐색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의 진로지지도 높아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좀 더 활발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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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진로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 목표와 자기
이해 및 직업이해를 통해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
만족도가 높다[30]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이며, 개인적 특성 외에 부모와 가까운 지인들의 
영향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오은영[3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32]와
는 정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로준비행동에 소홀해진다는 연구결과
[33]와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연구
에서 대학교 전공 선택에서부터 자신의 의견보다
도 부모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6]에 비춰볼 때, 자신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
견차이가 없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는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결과적으
로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간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의 결과를 나타낸 박희정[27]의 연구
와 일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0.5%였다. 이는 윤
시혜[33]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45.5%의 설명력을 같은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
동과 직업탐색행동이 모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의 진로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진
로준비행동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이 확인
된 박희정[27]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년 실업난으로 대학입학
부터 전공선택을 함에 있어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는 취업률을 고려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후에도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
고 중도탈락을 고려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공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적
극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할 
진로준비행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
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전공만족도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진로준
비행동은 부모의 진로지지와 전공만족도가 영향
요인이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
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긍정
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부모의 진로지지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상담 
및 교과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
복 연구하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외에 다
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
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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