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인적자원의 육성은 지식과 가치를 기반으로 대학의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인적자원개발은 학문적으로 

학문과 실무분야이며, 인적자원개발유형의 정의는 실무

분야의 범주에 포함되고,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성과

와 학습이 핵심이다[1]. 따라서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인적개발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타

협점을 찾아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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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 경기도의 뷰티전공 2년제 대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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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으로 자기평가, 문제해결, 목표선택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섯째,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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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ing 335 two-yea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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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대한 관심은 종래의 교과목 학업성취도에서 심

층적인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주도하는 노력

으로 나타난다[2]. 

대학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전공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공 선택은 학생들의 적성과 자신감 

및 흥미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본인의 적성

과 능력을 고려한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만 전공 선택은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

를 해야 할 것이다[3].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선택을 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전공

학과는 전문성 있는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

하게 되고, 취업준비를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한 

준비로 취업준비 활동이 대학생활에서 필요하다. 

특히 헤어전공대학생은 전공 선택을 본인의 재능과 

흥미를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대학생

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학교 만족 및 전공에 대한 적응

만족이 매우 중요하며, 직업선택 동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공 선택은 자신의 전공에 관한 정보, 직

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및 성격, 흥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결정요인이기도 하다[5]. 

대학전공이란 학생이 상급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여 선택한 학문이며, 만족이란 개개

인의 주관적인 모자람 없이 충분한 감정 상태를 말한다. 

다시 정리하면 전공만족이란 개인의 전공을 평가하는 산

물이며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

는 즐거운 감정과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결합된 감정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6]. 전공에 대한 만

족감은 대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대학생활의 적응

을 넘어 재학을 지속할 지에 대한 여부 등 구체적인 행동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공 만족은 개인차원을 

넘어 대학 자체평가의 주요지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몰입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7]. 

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진로영역 중에 부적응 

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 다양한 진

로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되어왔다. 진로발달과업은

기본적인 인성 변인들과 관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완

벽주의가 진로분야와 밀접한 관계다. 

대학생들은 장래와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첫 

선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

만, 진로결정 및 행동 실천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진로

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8].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더 많

이 하지만, 구체적 계획 수립과 실천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진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이 진

로결정수준이다[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정을 성공적으

로 해낼 수 있는 신념 및 유능감을 의미하기에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진로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과제 완성에 필요한 행동과 계획을 수

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정의한다[10].

취업자신감  Chung & Oh [11]은 학습자가 투여해

야하는 노력이 목표 획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으로 보는 주관적 신념이다. 대학생

들의 취업자신감이 낮을수록 졸업 후 어떤 일을 선택함

에 있어 걱정과 두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취

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자신감이 대학교육을 기반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정책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

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역량강화에 적극적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

의 해소는 거시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미시적으로 청년들의 

구직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취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1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자신감

을 알아봄으로써 취업을 목표로 전공을 선택하는 대학

생들에게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취업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전공교육프로그램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

감을 높이고 2년제 대학의 교육과제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련

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의 뷰티전공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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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학생 33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1

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였고, 질문

지는 총 34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335

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26.0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Cronbach's α), 사

후검증(Scheffe’s)을 실시하였으며, 전공만족과 진로결

정 자아존중감 및 취업 만족감의상관성을 알아 보기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6.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2.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2년제 미용전공대학생335명을 조사하

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성별은 

남자53명(15.8%), 여자282명(84.2%)이고, 학년은 1학

년180명(53.7%), 2학년155명(46.3%)이다. 전공은 헤어

전공140명(41.8%), 피부전공132명(39.4%), 네일 전공35

명(10.4%), 메이 크업 전공28명(8.4%)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N) Percentage (%)

gender

male 53 15.8

female 282 84.2

Total 335 100.0

Grade

Grade 1 180 53.7

Grade 2 155 46.3

Total 335 100.0

Major

Hair Major 140 41.8

Skin major 132 39.4

Nail major 35 10.4

Makeup major 28 8.4

Total 335 100.0

3. 분석결과

3.1 전공만족의 측정도구와 타탕도 및 신뢰도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위한 측정도구  Yoo [13]의 

제시한 14문항을 사용하여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Table 2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

과 χ2=2552.813( p<.001)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

검결과 KMO 값이 0.910으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

켰으며,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2개의 요인 수업

만족, 교과만족의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값

은 수업만족 .921, 교과만족 .78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915으로 나타났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2. Major satisfaction 

Factor

Component

1 2
communalit

y

Class 

Satisfa

ction

Question9 .797 .257 .701

Question14 .796 .130 .651

Question10 .787 .184 .654

Question12 .738 .248 .606

Question13 .738 .147 .566

Question6 .723 .270 .596

Question11 .714 .190 .546

Question8 .711 .338 .620

Question7 .708 .365 .635

Subjec

t 

Satisfa

ction

Question2 .090 .849 .728

Question1 .127 .792 .643

Question3 .273 .663 .514

Question5 .443 .565 .516

Question4 .311 .536 .384

  Eigenvalue 6.830 1.528

  Variance (%) 48.788 10.917

  Cumulative (%) 48.788 59.704

  Cronbach's α .921 .783

Total Cronbanch’α      .915

KMO = .910, χ2=2552.813, p<0.001

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와 타탕도 및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

석한 결과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이며 Table 3

와 같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한 직각회전인 베리

맥스 방식이 사용되었다. 요인 적재량은 .05이상인 경

우 유효하게 적용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Bartlett의구성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χ2=125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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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

계가 충분하고, 변수들 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813으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

인분석가정을 만족시켰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13문

항 중 요인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한 9번 문항을 제거

한 후 12문항의 3개요인의로 추출되었으며, 자기평가, 

문제해결, 목표선택의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자기평가 .789, 문제해결 .789, 목표선택 .736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814 으로 나타났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 를 보였다.

Table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actor

Component

1 2 3
commu

nality

Self-

E v a l

uatio

n

Question2 .833 .032 .051 .697

Question1 .773 .095 -.020 .606

Question3 .729 .001 .076 .537

Question6 .648 .131 .232 .491

Question4 .548 .220 .106 .359

Question5 .528 .199 .370 .456

Probl

e m 

Solvi

ng

Question11 .063 .790 .193 .665

Question12 .086 .746 .173 .593

Question13 .096 .734 .118 .561

Question10 .159 .728 .081 .561

Goal

-Set

ting

Question7 .172 .129 .860 .786

Question8 .126 .120 .834 .725

  Eigenvalue 4.037 1.951 1.222

  Variance (%) 31.054 15.009 9.397

  Cumulative (%) 31.054 46.063 55.460

  Cronbach's α .789 .789 .736

Total Cronbanch’α      .814

KMO = .813, χ2=1256.382, p<0.001

3.3 취업자신감의 측정도구와 타탕도 및 신뢰도

취업자신감의 측정도구Lee & Cha [14]는 제시한 3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χ2=421.017( p<.001)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705로 나타나 공통

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가정

을 만족시켰으며,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취업자신감 .837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4.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Factor
Component

1 communality

self-Con

fidence 

i n 

Getting 

jobs

Question2 .897 .804

Question1 .887 .787

Question3 .824 .679

  Eigenvalue 2.271

  Variance (%) 75.704

  Cumulative (%) 75.704

  Cronbach's α   .837

Total Cronbanch’α        .837

KMO = .705, χ2=421.017, p<.001

3.4.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자신감의 

상관관계

뷰티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취업자신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5와 같다.

전공만족의 교과만족(r=.591), 교과만족이 자기평가

(r=.371), 문제해결(r=.234), 목표선택(r=.274), 취업자

신감(r=.27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는  문

제해결(r=.311), 목표선택(r=.349),취업자신감(r=.441), 

문제해결은 목표선택(r=.324), 취업자신감(r=.394), 목

표선택은 취업자신감(r=.337)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

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conf

idence in major satisfaction

CS SS SE PS GS SC

CS 1

SS .591** 1

SE .371** .361* 1

PS .234** .280** 311** 1

GS .274** .240** .349** .324** 1

SC .275** .329** .441** .394** .337** 1

**p<.01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SE: Self-evaluati

on, PS: Problem Solving, GS: Goal-Setting, SC: Self-Confidence i

n Getting jobs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235

3.5.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

이다. 결과는 D-W 값은 1.96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

은 .410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168로 나타나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16.8%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33.635,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

여주고 있다.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β=.

243, t=3.919, p<.001), 전공만족(β=.217, t=3.493, p<.

01)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6을 확인하였다.

Table 6.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self-e

valuation

B SE β t Sig T VIF

Self-

evalua

tion

C 2.333 .191 12.218 .000

CS .221 .056 .243 3.919 .000 .650 1.538

SS .205 .059 .217 3.493 .001 .650 1.538

R=.410a, adj R2=.168, F=33.635, p<.001, D-W=1.878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3.5.1 전공만족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W 값은 2.16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

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3

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공만족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292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086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8.6%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

합도 분산분석 결과 F=15.521, p<.00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

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β=.106, t=1.626, 

p>.05), 교과만족(β=.217, t=3.336, p<.01)로 전공만족

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7을 확인하였다. 

Table 7.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proble

m solving

B SE β t Sig T VIF

PS

C 1.913 .248 7.718 .000

CS .119 .073 .106 1.626 .105 .650 1.538

SS .254 .076 .217 3.336 .001 .650 1.538

R=.292a, adj R2=.086, F=15.521, p<.001, D-W=2.160

PS:Problem Solving,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

on,

3.5.2 전공만족이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W 값은 1.96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

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3

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공만족이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290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084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8.4%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

합도 분산분석 결과 F=15.293, p<.00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β=.204, t=3.125, p<.

01), 교과만족(β=.119, t=1.832, p>.05)로 나타나 수업

만족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8을 확인하였다.

Table 8.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goal selection

B SE β t Sig T VIF

GS

C
1.95

7
.294

6.66

1
.000

CS .271 .087 .204
3.12

5
.002 .650

1.53

8

SS .165 .090 .119
1 .83

2
.068 .650

1.53

8

R=.290a, adj R2=.084, F=15.293, p<.001, D-W=1.960

GS: Goal-Setting,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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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

는 D-W 값은 1.809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

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

5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344이

였으며 결정계수(R2)가.118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11.8%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

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2.280, p<.001수준

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β

=.124, t=1.945, p>.05), 교과만족(β=.256, t=3.999, p

<.001)로 나타나 전공만족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9를 확인하였다.

Table 9.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job 

confidence

3.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

이다. 결과는 D-W 값은 1.784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1.176-1.19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

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간의 상관계수(R)은 .534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2

86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2

8.6%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44.103, p<.00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

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평가(β=.312, t=6.129, p<.001), 

문제해결(β=.256, t=4.959, p<.001), 목표선택(β=.14

7, t=2.870, p<.01)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

ble 10을 확인하였다.

Table 10.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job confidence

4. 고찰 및 제언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목적으로 다양한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학생만족은 교과만족과 교

수에 대한 만족, 교우 및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 등 다양

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중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15

-17]는 대학생활적응과 직업가치관 및 졸업 후 직업 활

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전공만족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해야한다. 또한 2

년제 대학평가의 중요한 역할인 졸업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전공이 진로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한다.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관한 연구[18,19]

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도 전공만족이 높은 학생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교수와 학교 모두 협력

하여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전공만족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로 보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2

0-22]은 자기효능감이 높일수록 진로태도와 성숙도 및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결과로 보고

되고 있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다양한 연구

B SE β t Sig T VIF

SC

C
1.73

8
.271

6.41

6
.000

CS .156 .080 .124
1.94

5
.053 .650

1.53

8

SS .332 .083 .256
3 .99

9
.000 .650

1.53

8

R=.344a, adj R2=.118, F=22.280, p<.001, D-W=1.809

SC: SC: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B SE β t Sig T VIF

SC

C .430 .274
1.57

1
.117

SE .430 .070 .312
6.12

9
.000 .834

1.19

9

PS .278 .056 .250
4 .95

5
.000 .850

1.17

6

GS .138 .048 .147
2 .87

0
.004 .826

1.21

0

R=.534a, adj R2=.286, F=44.103, p<.001, D-W=1.784

SC: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SE: Self-evaluation, PS: Problem Solving, GS: Goal-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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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취업자신감에 관한 연구[23,24]은 학교의 지원이 많

아질수록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행동은 높아지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취업자신감이 떨어진다. 전

공만족에 관한 연구 Kim [2]은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업무환경 자신감과 면

접능력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통계

학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의 경

쟁력 강화와 차별성을 가진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전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여 취업경쟁률에 영향을 미

치는 취업자신감 향상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및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취업자신감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전공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으로 자기평가, 문제해결, 목표선택에서 통계

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섯째, 전공만족이 취

업자신감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서 통계적 유의미

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은 체계적인 교육과 전공만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

발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공만족에 관한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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