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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bar- 
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is purpose,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rom four hundred and eleven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at colleges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analysis 
with SPSS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career barriers, the lack of job information and lack 
of interes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information gathering behavior, although physical inferior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information gathering behavior. The lack of self-concept clarity and lack 
of job inform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practical efforts, while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and physical inferior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practical efforts. In addition, the lack 
of self-concept clarity, lack of job information, and lack of interes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ool preparation behavior. Pysical inferior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ool preparation behavior. 
Self-efficacy showed a partial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lack of job information and tool preparation 
behavior. Man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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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식품통계
자료집’에 의하면, 외식업 매출액은 약 77조원으

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4% 성장하였고, 외식업
종사자수는 1,753천명으로 매출액대비 고용효과
(1억원당 2.3명)가제조업(1억원당 0.2명)과비
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식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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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규모 또한 2014년 5.6조 달러에서 2016년 6.1
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이러한
외식업의 성장세를 보았을 때 외식업에 대한 수

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시장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같이시대적으로 ‘식(食)’에대한관심
이급증하기시작하면서외식업은국내에서각광

받는산업으로자리매김하였고, 이러한현상과대
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식 조리 분야는 선

호도가 높은 전공이 되어 진학을 희망하는 수요

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국내 대학 중
2년제 74개, 4년제 25개등약 100여곳의대학에
서조리관련전공학과를운영하고있으며(www. 
jorisa.com), 매년엄청난수의조리인력을배출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식업의 성장세와 고
용시장확대에도불구하고, 조리전공자들은진로
선택의어려움, 진로에대한확신결여등으로취
업으로의연결이잘되지않을뿐만아니라, 졸업
후 본인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신이

희망하는 업종 분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

하는 등진로결정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Na 
TK 2012).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 외식업
계에서는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이한 현

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조리 전공 학생의 비전공
계진출로 인한 인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Na TK․Jung YS 2011, Lee JS 2005). 이와
같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대졸 청년실업률 증

가로이어지며, 대학생들의취업과청년실업문제
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Park 
YK․Woo LS 2015). 
대학시기는자신의능력 개발을위해 가장정

진하는시기로자신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수 있

는 진로결정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

으며, 한개인이결정하는진로는삶의질과방향
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진로 준비행동은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
고, 이를실현해나아가는행동을포함한이와관

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Kim BH 1997), 대학
시기의진로준비행동은사회에진출하기위해자

신의 적성과 능력등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며살

것인지에대해체계적으로고민하고준비하는과

정이라고할수있다(Oh EJ 2014). 진로장벽은이
러한진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인

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있으며(Park EJ 2014, You MJ 2008, Kim SJ 
2005),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또한, 지각된진로장벽이므로진로태도성숙
수준을높이고, 진로준비행동을활발하게하기위
해서는진로장벽에주목하여연구할필요가있다

(Jo JH 2007).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
하는 중요한 특성이며,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
는요인으로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에있어중요

한 요인이라고 간주할 수있다(Park EJ 2014). 인
간은특정상황에서자신의능력이있다고확신할

때 그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

해나가며(You MJ 2008), 자기효능감이강할수록
어려운 과제에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한다(Kim SJ 
2005).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진로준비행동에 소극적이지만, 
진로장벽이 낮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

으면진로준비행동이적극적이라고볼수있으며

(Kim YJ․Son EY 2012), 이는 진로장벽 그 자체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중요한변수일개연성을준다고할수있다(Oh EJ 
2014). 이러한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지적 요인과 진로

준비행동과의관계를조절하는변인이라고볼수

있으며, 이는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들

(Park GW․Lee KH 2007, Son EY․Son JH 2005, 
Lim EM․Lee MS 2003)과맥락을같이한다. 즉,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 진로장벽

이 지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인 진

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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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리 전
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관

계를살펴보고, 진로장벽과진로준비행동간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중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 조리 전
공대학생에게효과적인진로지도를위한방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하여 조리 전공 대학생들이 보
다효율적이고능동적으로진로준비행동을할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Career Barriers)

진로는한개인의태도, 가치관및기대감을포
함한직업과관련된모든활동을말하며, 평생동
안 일의 가치와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구체화하

여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Roh H 2006). 개인의 진로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진로에부정적인영향이나방해를하는요인들을

진로장벽 또는 진로장애라고 한다(Kim EY 2002, 
Son EY 2001). 즉,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진로 계획이나 직업에 있어 자신의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을 말하며, 
진로와 관련된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지속, 가
사와직장생활의병행, 직무행동등의여러경험
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등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사건이나

사태를의미한다(Son EY 2001). 진로장벽은크게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Kim EY 2002, Son EY 2001). Kim EY(2002)은
진로장벽을자기명확성부족, 대인관계의어려움, 
흥미부족, 직업정보부족, 신체적열등감, 경제적

어려움, 나이, 사회적영향, 중요한타인과의갈등
등 총 9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Son EY(2001)
는여대생이지각하는진로장벽의요인들로성차

별, 자신감부족, 다중역할로인한갈등, 부적절한
준비등의 7가지요인을제시하였다. 이처럼진로
장벽은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부 또는

환경적사건이나조건(Swanson․Woike 1997)으로, 
극복할 수없는 장벽이 아닌개인의특성이나장

벽의 본질에 따라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로장벽은 객관적 사실이나 상황이라기

보다개인이어떻게지각하고받아들이는지에따

라 달라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볼 수 있다

(You MJ 2008, Kim SJ 2005). 즉, 진로장벽이 주
관적이라는 것은 진로장벽이 결코 극복할 수 없

는것이아니라, 진로와관련된모든요인에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각을 수정한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

havior)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을

인지하거나태도적차원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준비

를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Kim 
BH(1997)가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에대한 연구
를 시도하였다. Kim BH(1997)는 그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진로에대한목표를세우고, 이를
실현해 나아가는 행동을 말하며, 이에 관련된 모
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수집 활동, 진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 등

의 구체적인 모든 활동 일체가 포함된다고 하였

으며, 진로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되어 있
다고하더라도이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준비행

동이수반되지않으면합리적이고효율적인진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
동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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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정보수집활동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는 물론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현황, 
전망, 입직 방법, 필수요건, 작업환경 등)도 포함
된다. 둘째는필요한도구를갖추는활동이다. 즉, 
자기가목표한직업에입직하기위한준비과정에

서필요한장비나기자재, 교재를구입하거나, 그
외 전공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는 활동

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이다. 이는목표달성에
필요한도구와의상호과정으로필요한도구를갖

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말한
다(Kim BH 1997).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
으로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활동 등이 있으며, 
취업준비행동은취업에필요한일련의준비관정

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말한다. 즉, 취업
준비행동은 의사결정 및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노력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구체적이고현실적인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한모든진로에대한활동을진로준비행동으

로 볼 수 있다. 

3.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
법으로어떤행동을할수있다는능력에대한자

신감’을 의미하는 말로 Bandura(1977)에 의하여
처음소개된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목표를달성
하기 위해필요한자신의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고, 성공을 향한 자원
활용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이라고 할 수 있다(Gist 1989). 또한, 자기효능감
은주어진과업이나행동을성공적으로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의 정도이며(Lee 
YH․Jung JJ 2002), 주어진과제를달성하는데필
요한 행위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Jeong H
Y․Park OL 2009).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

능감(general self-efficacy), 특정과업 효능감(task- 
specific efficacy), 특정분야 효능감(domain-spe-
cific efficacy) 등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되며, 이
중일반적자기효능감은자신의전반적인능력에

대한개인의믿음이라고볼수있다(Bandura 1977).

4. 연구가설

1)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

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이다(Son EY 2001). 내적, 외적 장벽
들은 개인의 진로관련 목표를 위한계획을 수행

하는 과정 즉,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것으로지각되는여러부정적인사건이나

사태라고 할 수 있다(Kim SJ 2005). 이러한 진로
장벽요인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큰 관심과 고민을 보이면서도 실제로 구

체적인 실천계획과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Back KH․You KH 2011). 따라서대학생들의진
로준비행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장벽

에 주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Jo JH 2007), 
실제로진로준비행동에큰영향을미치는진로장

벽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Cha 
AR․Lee HK 2014, Park EJ 2014, You MJ 2008, 
Kim SJ 2005). Cha AR․Lee HK(2014)의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진로장벽이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영향에대한연구결과, 대학생들이자기진
로에 대한 이해나 자신감 등이 부족하다고 느끼

는 심리적인진로장벽과학벌, 나이, 신체조건등
객관적이고 환경적인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은

진로결정 및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인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EJ(2014)의 대학생이 지
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하였으며, 대
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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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You 
SB․Yoon HM(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장
벽은진로준비행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Park JH․Kim HS 2009, You MJ 
2008, Kim SJ 2005, Son EY 2005, Son EY 2001)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H1: 조리전공대학생이지각하는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

다. 
H1a: 조리전공대학생이지각하는진로장벽

각각의 하위요인은 정보수집활동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조리전공대학생이지각하는진로장벽

각각의 하위요인은 도구구비활동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조리전공대학생이지각하는진로장벽

각각의 하위요인은 실천적 노력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 자기효능감

의 조절효과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이며,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고간주할수있다(Park EJ 2014). 인간은특히특
정상황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때 그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며

(You MJ 2008),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어려운
과제에도더많은노력을투여한다(Kim SJ 2005). 
진로장벽이진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칠때방해

와촉매역할을동시에한다는연구결과(Swanson 
․Tokar 1991)를미루어볼때진로준비행동에미
치는조절변인이 존재할수 있음을 예측할수 있

으며(You SH 2011), Lent & Hackett(2000)은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관련 연구에 중요한 조

절변인이될수있음을시사했다. 이를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H2: 자기효능감은조리전공대학생이지각하
는진로장벽과진로준비행동간의관계에

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방법

본연구는대구와대전소재의 2년제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에서조리를전공하고있는대학
생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예
비조사를실시하여측정도구에대한학생들의이

해여부및오류를조사한뒤수정하여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2주에 걸쳐진행되었으며, 설문지를
통해현장에서응답자가직접기입하는자기기입

식방법을통해이루어졌다. 총 440부가배부되었
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4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였고, 응답자의 일반
적특성을확인하기위한빈도분석과측정항목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진로장벽

진로장벽이란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목표를 실

현함에 있어 방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내적또는외적인요인들이라고정의하였다. 조리
전공대학생들이지각한진로장벽의정도를파악

하기 위해 Kim EY(2002)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연구자의연구에맞게수정및보완
하여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통하여 KCBI의 9개
요인을자기명확성부족요인(7문항), 대인관계어
려움 요인(5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5
문항), 직업정보부족요인(5문항), 신체적열등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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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인(4문항), 흥미부족 요인(4문항) 등 총 6개의 하
위요인으로 수정하여 연구하였고, Likert 7점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을

인지하거나태도적차원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준비

를위한행위를말한다(Kim BH 1997). 본연구에
서는 Kim BH(1997)이개발한진로준비행동측정
척도를사용하였으며, 시대적흐름에맞는문항을
구성하기위하여 Lim EM․Lee MS(2003)의연구
에 사용된 두 문항을 추가하여 만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
법으로어떤행동을할수있다는능력에대한자

신감’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 Chen, Gully and 
Eden(2001)이 개발하고, Noh JH․Lee MG(2011)
가 번안한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
cy)을본연구에맞게재구성하여사용하였다. 총
5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Likert 7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연구모형

본연구는 진로를결정함에있어 선택및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리 전공대학생이지

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

었으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위하여빈도분석을실시한결과는 <Ta-
ble 1>과 같다. 총 411명의 조리 전공 대학생 중
남학생은 55.5%(228명), 여학생은 44.5%(183명)
이었으며, 2년제 47.4%(195명), 4년제 52.6%(216
명)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37.2%(153
명), 2학년 37.2%(153명), 3학년 12.2%(50명), 4학
년 13.4%(55명)로 조사되었다. 출신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66.9%(275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16.8%(69명), 조리고등학
교 12.7%(52명), 검정고시 2.2%(9명), 기타 1.5% 
(6명) 순으로조사되었다. 전공 선택 동기를살펴
보면 내가 원해서가 92.9%(382명)으로 압도적으
로 많았으며,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로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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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228 55.5

Type of 
high school 

graduate

General academic senior 
high school

275 66.9

Female 183 44.5 Vocational high school 69 16.8

School
system

2 years 195 47.4 Culinary high school 52 12.7

4 years 216 52.6
Passed qualification exam for 

high school
9 2.2

Year

Freshman 153 37.2 Others 6 1.5

Sophomore 153 37.2

Major 
choice 

motivation

Because I wanted 382 92.9

Junior 50 12.2 On the advice of parents 12 2.9

Senior 55 13.4 Seems easy to get a job 7 1.7

Information 
gathering 

from

Parents or relative 15 3.6 Influence of media 2 0.5

Professor 87 21.2 Others 8 1.9

Friends or seniors 118 28.7

Career 
preparation

Major study 215 52.3

Job fair 11 2.7 Certificate 50 12.2

Job supporting center 
on campus

5 1.2 Foreign language study 95 23.1

Internet 160 38.9 Job information gathering 36 8.8

Newspaper or TV 12 2.9 Others 15 3.6

Others 3 0.7 Total 411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12명), 취업이잘될것같아서 1.7%(7명), 대중
매체의영향으로 0.5%(2명), 기타 1.9%(7명)로조
사되었다. 진로 정보 수집경로는 인터넷이 38.9 
%(160명), 친구 및 선배 28.8%(118명), 학과교수
21.2%(87명), 부모또는형제 3.6%(15명), 신문또
는 TV 2.9%(12명),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2.7%(11명), 학교취업지원센터 1.2%(5명), 기타 0.7 
%(3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항목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본 연구의측정 항목에대한요인분석 및신뢰

도분석결과는 <Table 2>와같다. 문항의선택기
준은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인것으로하였으며, 이러한기준으로진

로장벽 6개, 진로준비행동 3개, 자기효능감 1개
총 10개의 요인으로 요인화 되었다. KMO 값은
0.907이며, 총 설명력은 70.093%로 나타났다. 위
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각 척도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각 척도의
내적일관성확인을위해신뢰도분석을한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모두 0.7 이상으로 신뢰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을실시하기에앞서변수들간의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 가설 검증

1)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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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Cron-
bach’s ɑ

Self-efficacy
4.088a

(8.697%)b

Can achieve most of the goals that I planned. .813

.916
Can overcome issues when I have a problem. .807
Have an ability to get important things achieved by myself. .830
Will succeed if I make an effort. .823
Can do various kinds of jobs well. .817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3.969a

(8.445%)b

Career choices will be influenced by opposition from parents. .752

.897
Fear my parents or boy/girl friend don’t like my career choices. .786
Hard to make a decision if people disagree with choices. .772
Have the profession because of expectations from family. .819
Will be hard to do the thing, if my parents oppose. .747

Lack of job
information

3.764a

(8.009%)b

Don’t know where to get a information about jobs. .752

.899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jobs. .855
Have no idea what people do at work. .804
Don’t know which job I can do well. .695
Hard to get informational materials for what I want to pursue. .803

Lack of 
self-concept clarity

3.734a

(7.946%)b

Difficult to make a decision. .737

.849

Lack the ability to get the skills for the job. .632
Lack the ability to assert myself in a work environment. .684
Will be difficult to get a job because of poor grades. .470
Have a lot of second thoughts after making a decision. .600
Difficult to decide things. .743
Want to avoid facing difficult things. .633

Interpersonal
difficulty

3.696a

(7.863%)b

Have issues with work relationships. .724

.919
More difficulty in relationships then difficulty in doing work. .816
Can not get along well with others. .813
Will get not along well with colleagues at work. .764
Very nervous when I do something. .669

Tool-preparation
behavior
3.540a

(7.532%)b

Prepared books or materials for introduction to an industry. .813

.844
Preparing with books and materials which I already bought. .819
Going to the institute for introduction to the industry or school. .635
Have collected various information. .574
Always check what I have done to achieve my career goal. .637

Physical inferiority
3.199a

(6.806%)b

My physical condition is not adequate to do the profession. .815

.904Will have a hard time to choose a job because of my health. .757
My physical inferiority will influence my choice/plan for a job. .831
Feel physical inferiority. .789

Lack of interest
2.796a

(5.948%)b

Will get bored when I work. .802

.886Will lose interest in a job while working on it. .809
Nothing that interests me nor a job that I want to have. .629
My interests will change in the future. .732

Information
gathering behavior

2.181a

(4.640%)b

Have bought or read a book/pamphlet about the job. .490

.790
Have read a book/pamphlet about a training program for a job. .761
Have visited or planed to visit an institute about a job. .714
Have watched TV programs/visited an EXPO about the job. .527

Practical efforts
1.977a

(4.207%)b

Have searched about a qualification for a job. .430
.740Have talked with experts related to the job. .771

Have talked with people who work in an industry. .780
Total cumulative variance : 70.093%

a: eigen value, b: variance.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career barrier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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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Lack of interest 1

Physical inferiority .481** 1

Lack of job
information

.453** .300** 1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560** .505** .310** 1

Interpersonal
 difficulty

.460** .482** .377** .472** 1

Lack of 
self-concept clarity

.403** .383** .430** .398** .601** 1

Self-efficacy —.288** —.220** —.281** —.253** —.428** —.411** 1

Information
gathering behavior

—.167** .057 —.271**
—.035 —.142**

—.178** .311** 1

Practical efforts —.122* .018 —.333** .014 —.157**
—.221** .275** .544** 1

Tool-preparation
behavior

—.196** .001 —.365**
—.039 —.153**

—.230** .264** .626** .593** 1

* p<.05, ** p<.01.

<Table 3>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추정된 회귀모형은 p<.0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유의하며, 진로장벽이정보수
집활동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설명력은 12.4%
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 결과, 진로장벽 요인 중
직업정보부족(β=—.229, t =—4.160), 흥미 부족(β
=—.141, t =—2.264)이 정보수집활동에 부(—)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체적열등감
(β=.231, t=3.963)은정보수집활동에정(+)의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a는
부분채택되었다. 진로장벽이실천적노력에미치
는영향에대한설명력은 15.8%로나타났으며, 자
기명확성부족(β=—.138, t =—2.294), 직업정보 부
족(β=—.317, t =—5.880)이 실천적 노력에 부(—)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한 타인과

의 갈등(β=.154, t=2.580), 신체적 열등감(β=.146, 

t= 2.551)은실천적노력에정(+)의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가설 Hlb는부분채택되
었다. 진로장벽이도구구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설명력은 17.4%로나타났다. 자기명확성부
족(β=—.132, t =—2.227), 직업정보부족(β=—.325, 
t =—6.099), 흥미부족(β=—.128, t =—2.105)이 도
구구비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신체적열등감(β=.166, t=2.923)은 도구
구비활동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H1c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와같은연구결과에따라가설 H1은부분채

택되었다(p<.001). 

2)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조리전공대학생이지각하는진로장벽과진로

준비행동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

는지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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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E. β

Information 
gathering 
behavior

(Constant) 5.276 .211 24.964 .000

Lack of self-concept clarity —.106 .071 —.092 —1.504 .133

Interpersonal difficulty —.076 .060 —.081 —1.264 .207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076 .064  .073  1.200 .231

Lack of job information —.216 .052 —.229  —4.160 .000***

Physical inferiority  .203 .051  .231  3.963 .000***

Lack of interest —.139 .061 —.141 —2.264 .024*

Model summary =.352,  =.124, =9.530 (p<.000)

Practical 
efforts 

(Constant) 5.497 .213 25.857 .000

Lack of self-concept clarity —.163 .071 —.138 —2.294 .022*

Interpersonal difficulty —.075 .061 —.077  —1.232 .219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165 .064  .154 2.580 .010*

Lack of job information —.307 .052 —.317  —5.880 .000***

Physical inferiority  .131 .051  .146 2.551 .011*

Lack of interest —.044 .062 —.043 —.709 .479

Model summary =.398,  =.158, =12.640 (p<.000) 

Tool-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5.497 .201 27.402 .000

Lack of self-concept clarity —.149 .067 —.132 —2.227 .027*

Interpersonal difficulty —.024 .057 —.026  —.416 .677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117 .060  .115 1.939 .053

Lack of job information —.301 .049 —.325  —6.099 .000***

Physical inferiority  .142 .049  .166 2.923 .004**

Lack of interest —.123 .058 —.128  —2.105 .036*

Model summary =.417,  =.174, =14.174 (p<.000)

* p<.05, ** p<.01, *** p<.001.

<Table 4> Influence of 6 career barriers on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regression analysis  

 

을검증하기위하여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

다. 진로장벽과정보수집활동간의관계에서자기
효능감의조절효과를검증한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 과정을 거쳐  

값이 2단계에서는 6.5%, 3단계에서는 0.7%만큼

상승하고 있지만, 자기효능감의조절효과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실천적노력간의자기효능감조절

효과를검증한결과는 <Table 6>과같으며,  값
이 2단계에서 3.5%, 3단계에서 0.05% 상승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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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Lack of job information —.252 —5.053***
—.206 —4.220***   .030  .127

Lack of interest —.144 —2.545* —.100 —1.817   .192  .663

Physical inferiority  .182  3.868***  .203  4.454***   .070  .292

Self-efficacy  .307  5.650***   .539  3.301**

Lack of job information*
self-efficacy

—.045 —.992

Lack of interest*
self-efficacy

—.054 —1.011

Physical inferiority*
self-efficacy

 .024  .545

R-Square  .108  .173  .180

∆ R-Square   -  .065  .007

F 16.505*** 21.300*** 12.611***

p  .000  .000  .000

* p<.05, ** p<.01, *** p<.001.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barriers and information gathering behavior

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Lack of self-concept clarity —.205 —3.207** —.126 —1.921 —.292 —.904

Lack of job information —.324 —6.473*** —.302 —6.113*** —.054 —.210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134  2.274*  .152  2.617  .386 1.421

Physical inferiority  .109  2.216*  .113  2.350*  .125  .523

Self-efficacy  .241  4.182***  .395 2.039*

Lack of self-concept clarity*
self-efficacy

 .032  .530

Lack of job information*
self-efficacy

—.047 —.970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046 —.880

Physical inferiority*
self-efficacy

—.002 —.051

R-square  .153  .188  .193

∆ R-square   -  .035  .005

F 18.393*** 18.809*** 10.647***

p  .000  .000  .000

* p<.05, ** p<.01, *** p<.001.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barriers and practical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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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Lack of self-concept clarity —.097 —1.629 —.036  —.582 —.213 —.716

Lack of job information —.296  —5.916*** —.282 —5.694***  .327 1.292

Lack of interest —.016  —.315  .002  .047  .307 1.223

Self-efficacy  .183  3.283**  .611 3.319

Lack of self-concept clarity*
self-efficacy

 .031  .575

Lack of job information *
self-efficacy

 —.115 —2.428*

Lack of interest * Self-efficacy  —.056 —1.197

R-square  .140  .162  .185

∆ R-square   -  .022  .023

F 22.043*** 19.624*** 13.056***

p  .000  .000  .000

* p<.05, ** p<.01, *** p<.001.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barriers and tool preparation behavior

만, 진로장벽이 실천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자기효능감의조절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났

다.
진로장벽과 도구구비활동 간의 영향관계가 규

명된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간의자기효능감조절효과를검증한결과는 <Ta-

ble 7>과 같으며,  값이 2, 3단계에 걸쳐 각각
2.2%, 2.3%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직업정보
부족과 도구구비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가설 H2는 부분 채택되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이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파

악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의 6개요인중직업정보부족은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 실천적
노력, 도구구비활동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정보부족이 진로준비행동
을가장방해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자기명확성
부족, 흥미부족 또한진로준비행동에부(—)의영
향을미쳤으며, 신체적열등감과중요한타인과의
갈등은오히려진로준비행동에정(+)의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정보부족, 자기명
확성부족, 흥미부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낮았고, 부모님 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을심각하게느끼거나, 신체적열등감을느낄
수록진로준비행동수준이높다는결론이나왔다. 
이는직업에대한정보가부족하거나흥미부족을

심각하게느낄수록진로준비행동수준이낮고, 신
체적 열등감과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

등을크게느낄수록진로준비행동수준이높다는

Kim SJ(200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다. Park EJ(2014)의 연구에서도 직업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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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신체적 열등감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부(—)의 영향을 미친다
고하여본연구와일치하는연구결과를보였다. 
둘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 자기효능감

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
준비행동 세 개의 요인 중 진로장벽과 도구구비

활동간에서만자기효능감의조절효과가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을 낮게지각하고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진로준비행동에 소

극적이고, 진로장벽이낮더라도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Kim YJ․Son EY 2012), 이는 진로장
벽그자체보다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진로준비

행동에더 중요한 변수일개연성을 준다고볼 수

있다는 Oh EJ(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관심있는직업을찾아내고, 구체적으로탐색
할수있다는자신감이있고, 진로에대해난관에
부딪쳤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있을 것이라는

믿음을많이가지고있을수록진로준비행동을더

많이 한다는 Na TK․Moon SW(2015)의 연구 결
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중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가장 큰진로 장벽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활발하고적극적인 진로준비행
동을도모하기위해 현재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

는선배또는전문가의조언을들을수있는경로

마련, 인턴십과 같은 직업 체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학교차원

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공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기업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등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도교수와 학생들 간의 주기적이고 지

속적인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여자신의진로에

대해 명확성이 없거나,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의
문제점을파악하고, 개인별수준에맞는해결책을
제시한다면진로준비행동에대한동기부여가될

것이다. 각각의학생들이지각하는진로장벽요인
의 영향과방향이다르므로진로 지도에 있어획

일화된진로지도가아닌개별적으로지각하는진

로장벽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 지도와 상담이 필

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의하위요인중도구구비활동간에서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취득, 
기술 습득 등과 같은 도구구비활동을 활발하게

하기위해서는자기효능감을높여줄필요가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을 높이고, 진로에 관련한 여러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의지를가질 수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또는 관련 교양수업 등의마

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수집이대구, 대전이라는지역에국

한되어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으며, 
본연구에사용된설문지는자기보고식설문으로

매우 주관적인 견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얻었다

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객관
적인 측정도구 사용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진로 지도를 보다효과적으로 할 수있는 기초자

료를제공하고자하였으나, 현실적인측면에서진
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치는진로결정수준, 개인
적 특이사항 등 다른 변인들의 통제가 이루어지

지 않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리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

행동, 자기효능감을측정함에있어측정항문이제
한적이라는한계점이있으며, 조리전공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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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향후학제, 학년, 성별에따른진로준비
행동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분석하였다. 
총 4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
석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진로장벽요인중직업정보부족과흥미부
족이 정보수집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으며, 신체적 열등감은정보수집활동
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진로
장벽이 실천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은 실천적
노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신체적열등감은 실천
적 노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각된진로장벽이도구구비활동에미치는영
향에 대한검증결과, 자기명확성부족,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이도구구비활동에부(—)의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진로장벽과진로준비
행동 간의 자기효능감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

과진로장벽의하위요인중직업정보부족과도구

구비활동간에서만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조리전공대학생, 진로장벽, 진로준비
행동,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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