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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미용산업은 국가 경제의 서비스화, 타산업간의 융･

복합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적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Hair and Beau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임순자*

Soon Ja Lim*

요 약 본 연구는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G지역 헤어미용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150부를 최종적으로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

째,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헤어미용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어서 유의한 영향관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어 :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헤어미용, 전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hair salon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major college students preparing course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3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the College of Hair and Beauty in G region from March 10 to 25, 2021, and 150 of them were 
finally SPSS.It used the WIN 22.0 program. First,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satisfaction of hair and beauty 
college students' majors directly aff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e hair salon for preparatory 
actions in the course of major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turned out to be a very important 
influence. Third, action represents a direc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is college student's hair salon 
self-efficacy and research to do significant imp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with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suggest that they are preparing for a systematic professional life for career 
preparation when they are self-efficacy i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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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육성체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

및 취업시장의 사항은 2019년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을 70.4%를 나타내었으며, 반대로 취업률의 변화

를 보면 같은 해 24.0%로 분석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1]. 어려워진 취업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심적인 부담은

더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써 부각되고 있다.

자신의 삶속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매

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특히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대학생의 경우 가장 큰 고민

이 바로 진로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전공에 대한 만족

도는 대학생활과 함께 졸업 후의 진로준비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전공학과에 만족하는 대학생들이

불만족한 대학생들 보다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명

확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전

공만족도는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구현”을 국정과제로 책택한 후, 전 산업분야에

필요로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기 시작

하였다. 지식․기술․태도․가치의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며 현장실무 조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을 위한 스스로 동기를 발산하고 학습을 해내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2].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단순히 지식의 함량이 아니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력이 중요함을 나타내며, 가치관과 태도와

같은 개인적 인성함양을 위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

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자신의 관

심분야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여 능력과 가치를 발

휘하도록 능동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요로 하다[3].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계획된 진로나 직업에

대한 목표 기준과 비교하여 학과를 평가할 수 있는 판

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 한다[4]. 전공만족도는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선택과 미래의 삶속에서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

고, 학업성취는 추후 진로와 취업 앞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전공에 대한 만족감으로 진로와 취업에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미

용전공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적성, 흥미, 능력에 의한

진로선택을 통해 전문미용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비

용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과하고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한 탐색기회 부족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직업을 선택

하거나 전혀 다른 전공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7].

따라서 단순히 대학생활을 재밌고 긍정적으로 보내

는 것에만 중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직업을 선

택하게 되어야 하므로[8]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으면서, 학생

들은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여 진로준비행동이 향상

되어야 한다[9].

자기효능감이란 대학생 시기에 진로에 대해서 능동

적이고 올바르게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자극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

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교사와 부모의 권유 또는 입시성

적에 근거하여 진학을 결정하게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전공과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 전공학과의 불투명한

취업전망 등으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대

학 진학 후에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진로를 직접 탐

색하거나, 취업하는 기업을 선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되면서,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자신감 문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게 되고 있는 실

정이다[10] 즉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가지고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록 원하는 직장에서 충족이

되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

겠다[11].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선택을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

이면 실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완성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로와 관련

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진로

에 대해서 인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행동적인 영

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어렵

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멋진 직업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나를 표현할 수 있

는 전략과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준비행동이 요구 된다[12].

지금까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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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는 간호학전공, 관광전공, 청소년전공, 항공

서비스전공, 비서학전공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 등 관련한 여러 변인

간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전문

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진로․취업 선택

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세부적인 헤어미용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여러 진로 변인과의 관계

에 관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해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이 자신의 직

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높은

전공만족도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차분하게 준비함

으로써 이 과정 속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진

로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과차원에서는 적절한 교육

과 신뢰를 기반으로 전공교수와 학과의 지원으로 적극

적인 지도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

인 노력이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 자기효

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직업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1)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2)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3)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기 위해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

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진로준비행동으로 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지역에 있는 헤어미용전문대 재

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173명이 연구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응답 내용이

미비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총 1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5일

까지 이루어졌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일반적 특

성 문항은 『성별, 연령, 성적, 학과 선택동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적은 『2.5 미

만, 2.50～2.99, 3.00～3.49, 3.50～3.99, 4.00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학과 선택동기는『그냥 하고 싶어서, 적

성/흥미에 맞아서, 입시성적이 맞아서, 부모님․선생님

주변권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로 분류하였으며,

졸업 후 진로는 『전공관련 진로, 전공과 무관한 진로,

창업』으로 분류하였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유승혜, 조영아, 김정아[13]이 개발한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되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유승혜, 조영아, 김정아[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0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80로 나타내어 문항간 내

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Chen 등[14]이 개발한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 0점에서 ‘매

우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en 등[13]의연구에나타난도구의신뢰도Cronbach's

ɑ는 .781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60
로 나타내어 문항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5]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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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되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봉환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40이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62로 나타내어

문항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4 연구 진행절차

2.4.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G지역에

있는 헤어미용전문대학생 재학중인 남․녀 헤어미용전

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윤리, 설문지 작

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곧바로

회수하였다.

2.4.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성적,

학과 선택동기, 졸업 후 진로의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편차,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미

용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종속

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50명으로 남자 13.3%와 여

자 86.7%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연령은 ‘20세-25

세’가 95.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6세-30세’가 2.7%

를 차지하였으며, ‘32세 이하’가 2%로 나타났다. 성적은

‘3.5 이상-3.99’가 58.7%로 가장 높았고, ‘4.00 이상’이

17.3%,‘ 3.00 이상～3.49 미만’이 11.3%, ‘2.5 미만’이

6.7%를 나타났다. 그리고, ‘2.50 이상～2.99 미만’이

6.0%로 낮게 나타났다. 학과 선택동기는 ‘적성/흥미에

맞아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냥 하고

싶어서’가 26.0%, ‘취업이 잘 될꺼 같아서’가 20.7%, ‘부

모님․선생님 주변권유’가 13.3%, ‘입시성적이 맞아서’

가 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의 결과는

‘전공관련진로’가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과 무관한 진로’가 10.7%, ‘창업’이 6.0%로 Table 1과

같이 낮게 조사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0)

3.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실시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진로준비행동의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점수

는 4.17(.649)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는 4.39(.636)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4.17(.70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계획적인 진로를 준

비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0(13.3)

Female 130(86.7)

Age (y)
20-25 143(95.3)

26-30 4(2.7)

≤32 3(2)

Grades

2.5score> 10(6.7)

2.50-2.99 9(6.0)

3.00-3.49 17(11.3)

3.50-3.99 88(58.7)

4.00score≤ 26(17.3)

Motivation selecting
departments

I just wanted to 39(26.0)
to suit one's
aptitude/interest

51(34.0)

I got a good grade
on the entrance

exam

9(6.0)

Parents, teachers,
recommendations

20(13.3)

I thought i'd get a
good job

31(20.7)

Post-graduation career

Career related to
major

125(83.3)

A career unrelated
to one's major

16(10.7)

Startups 9(6.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115-122, May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19 -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N=15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N=150)

Variable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Career Quasi-Flyingwing 150 4.17 .649
Major satisfaction 150 4.39 .636
Self-efficacy 150 4.17 .705

3.3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과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과

상관은(r=.767, p=000)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의 상관은(r=.824, p=000)로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통계로 정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표 3.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n=150)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air and Beauty College
Students (N=150)

1=Major satisfaction; 2=Self-efficacy; 3=Career Quasi-Flyingwing

3.4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용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검증

한 결과 분산팽차인자(VIF)가 2.430으로 나왔으며, 공

차한계 .412로 0.1값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오

차항의 독립성을 검증한 통계량의 결과는 Dubin-Watson

로 1.844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다중회귀방정식 결과 Table 5와

같았다. 분석결과 전공만족도 중 관계성(β=.512, p=.000),

자기효능감(β=.407, p=.000)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 변인

의 총 설명력은 74.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전공만족
도, 자기효능감의 영향
Table 4.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air and Beauty College
Student (N=150)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

비행동을 측정 한 결과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행동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잘 수행되고 있다

고 검증되어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

도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공에 대한 만족을 경험한 학생을

통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음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전공과 관련된 학습을 통해 만족도가 증가할수

록 자신의 적성에 알맞는 명확한 진로준비행동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전공만족은 앞으로의 진로준비행동에

중대한 영항을 준다는 한예정[16]의 선행논문과 부합되

며, 미용전공 전문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 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졸업 후 진로에서도 긍정적

이 영향을 미치기에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요하다

Variables
1 2 3
r(p) r(p) r(p)

1 1

2
.767
.000

1

3
.824
.000

.800

.000
1

Variab
les

Categories
t p

Covalinity
Statistics

B SE β
Toler
ance

VIF

Consta
nt
terms

.314 .189 1.659 .099

Major
satisfa
ction

.522 .066 .512 7.926 .000 .412 2.430

Self-ef
ficacy

.375
.059 .407 6.307 .000 .412 2.430

Adjusted R2 = .744. Durbin-Watson:1.844,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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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 여윤경[17]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일치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배우

고 졸업 후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적극

적인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에 있어 진로준비행동

에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종훈, 김성환[18]의 연구결과

와 부합된다.

따라서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와 관련된 자료 및

탐색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많이 하며, 구체적인 진로계

획을 세우는 준비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나의 진로나 앞으로의 직업 등에 대해 진

지하게 생각하고 찾아보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

기 위한 준비과정을 할 것이다. 이에 학과에서는 학생

들이 기초적인과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화과정을 통

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심어주고, 교수들은 학생들에

게 원활한 진로지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

이 보다 진로에 대한 진취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과 전공특

강 등 전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끔 증진시켜 줄 필

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진로

를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라 본다. 김선중[19]과 고태용

[2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여 본 연구의 자

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기화하며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는지에 영

향을 준다고 주장한 안여명[2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로 창업교육을 연구

한 안태욱[22]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

동에 있어서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내었

다. 박대성[23]과 박상란[24]은 전공선택한 후 전공과

관련된 학습과정 및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적성에 알맞는 명확한 진로준비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강한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을 위

한 노력의 수준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수준을 통

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동

기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탐색하고, 진로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첫째,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들의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여

러 가지 정보수집과 계획, 자격증 준비, 설명회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은 진로준비 행동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어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대학생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해 목표달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

고 준비하는 과정은 진로준비행동에 필요한 방법이나

대안을 찾는 것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헤어미용전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

능감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본인의 적성, 흥미, 능력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전

혀 다른 전공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자신감과

확신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따르므로 진

로준비행동에 큰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셋째,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

이 높은 학생은 스스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대학생활

을 할 때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생활을 수

행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시사한다. 이에 우리학과의

교과내용의 흥미도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

다는 생각들은 나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목표

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따르기에 진로준비행

동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

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연구에 참여한 헤어미용전문대학생이 G지역으로 한정

되었다는 점이다.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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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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