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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평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도입으로 재학생 충원과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에 대학들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을 함에 있어서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다. 본 조사를 위해 경기도 소재 K대학의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197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가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론
과 실습위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비교과과목 운영, 주문식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수
준을 높여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 학. 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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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age population, the introduction of university evaluation and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s have made the enroll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important indicators. Accordingly, universitie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universities by increa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art and music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sion of affects major satisfaction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is survey, student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t K University in 
Gyeonggi-do were surveyed and 197 questionnaires were used as analysis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ajor selection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static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was analyze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ith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universities will need an efficient curriculum to enhance students' majors 
satisfaction. To that end, we should develop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urriculum so that students 
can actively participate, operate programs such as operation of comparative subjects and on-demand 
education, and raise the level of education. To this end, the interest and active support of the 
industry-academia-research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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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청소년인구(9∼24세)

는 876만 5천명으로 1982년 정점(1,420만 9천명)을 
찍은 후 감소 중이며, 2019년 학령인구(6세∼21세)는 
804만 7천명으로 총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2029
년에는 624명 9천명으로 학령인구는 향후 10년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 현재 대
학교 학령인구 구성비는 1970년 대비 2.0%p 감소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
학률은 69.7%로 전년보다 0.8%p 증가하였으나, 2017
년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66.2%로 전년보다 1.5%p 
하락하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7%로 전년
보다 0.6%P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전년보다 0.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 

학령인구의 감소로 많은 대학이 폐교의 위기에 처하
게 되었고,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크게 
인식되면서 대학 교육의 자율화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의 질을 높이며,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평
가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이 대학평가 및 대학교육역량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지표에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확보율, 장학
금 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에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전공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선택해야 하
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을 선택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입학에 목표를 두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성적과 대
학의 인지도, 부모 혹은 고등학교 교사의 권유를 바탕
으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입학 한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첫째, 자신의 전공이 
적성과 맞아 흥미를 갖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 둘째, 적성에 맞지 않
아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공에 대한 만
족감 또한 떨어져 다른 전공으로의 전과를 위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학, 전과하려는 학생들[2]. 셋째, 새

로운 진로 선택과 현재의 대학생활을 고민하면서 불만
족과 부적응 속에 졸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로 나누어진
다. 적성에 맞는 학생의 경우는 전공에 대한 만족감으
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에 임하게 되
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준비하
고 있으나, 자퇴 휴학 후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하려는 
학생의 경우는 정신적·경제적·신체적인 면에서 상당부
분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불만족과 부적응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거나, 전공과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직업과 업무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잦은 
이직을 하는 등의 경우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3-5].

직업선택과 연결되는 대학의 전공 선택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다[6].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전공을 선
택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졸업 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공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서 예·체능계열 학생은 타 계열 학생에 비해 전공선택
에 대한 확신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공분야가 미래의 
진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로결정이 확고함
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 특히 예·체능계열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계열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에 비해 전공을 일찍 결정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만
족감과 전공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며
[8], 학생들의 90%정도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학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자긍심이 높으며,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도 적어서, 향후 전공분야의 전문
가로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로 
및 진로준비행동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9].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백경화, 유경호[10]는 경호학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적
성과 맞는다고 할 때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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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로관련 변인을 매개로 하
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9].

선행연구를 통해서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진
로준비행동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충원율과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체
능계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파악
하고, 전공만족도가 전공선택동기인 개인적동기와 사회
적 동기로 구분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있어 
전공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자 한다.  

2. 연구가설
첫째, 전공선택동기(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가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전공선택동기(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전공선택동기(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가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전공선택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목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환경적 배
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에 대한 이해, 대학 
전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
해서 선택이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11],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개인
적 특성(적성과 흥미, 재능)과 장래직업 등을 고려하였
는지 또는 사회적 인식과 직업에 관한 전망, 주변 지인
의 권유, 입학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에
게 가장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을 전공선택
동기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5].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관심은 대학생활의 적응과 전
공에 대한 만족에서부터 졸업 후의 직업을 선택하고 사
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12], 
학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개인의 가정적 혹은 사회적 
배경과 각기 다른 전공 학과의 학내에서의 인기도라든
가 그 학과에 대한 비공식적인 평판 등도 학생들의 전
공분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13].

일반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적 요인(학생성적, 
적성, 흥미 등)과 환경적 요인(부모, 교사, 친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 하였고
[14], 개인적동기(개인의 적성, 흥미, 장래희망)와 사회
적동기(취업전망이나 영향력 있는 주변인의 권유, 전공
과정의 난이도, 전공의 인기도)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는 직업 선택에는 성별과 학년에는 차이
가 없지만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부분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6]. 전공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예·체
능계열 학생은 타 계열 학생에 비해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공분야가 미래의 진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로결정이 확고함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2.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만족이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욕구나 목표를 달성

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모자람 
없이 마음에 흡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전공만족은 자신
이 선택한 전공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과정을 통
해 얻게 되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등을 
말한다. 감정적이고 인지적이며 정의적 측면들을 포함
한 감정들의 복합체로 전공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의
미한다[12][14]. 또한 이동재[15]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전공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
적으로 갖고 있는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함께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정의하였으며, 장
래의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하였다[16]. 

김원형[17], 전은경 외[18]는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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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한 경우 학교와 해당 전공 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고, 학업 교육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며, 학업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전공이 적성 및 흥미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전공만족에 대해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19].

대학의 전공은 내부적 환경인 해당 전공의 구성원인 
교수-학생, 외부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
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공선택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
인인 학업성적, 적성, 흥미와 환경적 요인인 부모, 친구, 
교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에 의해 선택하게 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개인적 혹은 환경적 요인들의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14].

남중수[19]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를 적성과 흥
미에 맞아서, 성적에 맞아서, 부모나 교사의 권유 등 3
개의 변수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를 보면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의 
학생이 성적이 맞아서 또는 부모나 교사의 권유로 전공
을 선택한 경우의 학생보다 전공만족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높게 
하였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며, 반대로 부정적
인 평가를 높게 하였다면 전공만족도가 낮아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며,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함
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만족도가 진로 및 진로준
비행동과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하고 있
다[20].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각 전공에서 제시하
고 있는 진로방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며, 전공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한 학생들은 진로의 방향을 다른 
분야로 전향 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의 전공만족은 전
공 영역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만족 및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되지만, 넓은 의미의 전공만
족은 전공 학과 교수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만족 및 학과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 포함하고 있다[9].
어윤경[21]은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는 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
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밀접한 관계의 
변인이라 할 수 있다. 

3. 전공선택동기,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개념화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김봉환[22]은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적 차원이나 태도적인 차
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올
바른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
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진로를 결정한 후 그 결정사
항을 실행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
다.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 정도와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울
이고 있는 노력의 충실도와 행위적인 차원에서 확인하
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진로준비행동이라고 서희정
와 윤명희[23]는 정의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
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선택 및 결정이 이루어진 후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
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위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4].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사람들
과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진로를 탐색
하고 결정하게 되며, 그렇게 선택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 개념이
라고 정의하였다[25].

대학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도구적 활동에만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
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학업 활동을 충
실하게 임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도달하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이루는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인 진로탐색행동(career 
search behavior)은 진로선택과 탐색을 위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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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 그에 대해 의도
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행동을 말한다[26]. 진로탐
색행동을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으로 조
직화[27][28]하여 연구한 사례도 있다. 직업탐색행동과
는 달리 진로준비행동은 관심사, 흥미, 재능 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내재적인 탐색과 외재적인 진로탐색이 동
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준비행동은 구
직행동 뿐 아니라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활동, 진로탐
색활동 등을 모두 종합하는 개념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의 예·체능 

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 1. 2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문항
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
되는 자료 3부를 제외한 197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특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2. 측정도구
2.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의 측정도구는 정보연[29]이 개발한 측

정도구로 개인적동기 3문항, 사회적동기 4문항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
(1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은 그렇지 않다, 3번은 보
통이다, 4번은 그렇다, 5번은 매우 그렇다)로 설계되어 
있다. 전공선택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개인

적동기가 Cronbach α .798이고 사회적동기는 
Cronbach α .605 이다.

2.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하혜숙[2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를 수정·보완한 송윤정[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학교만족(학교에 대한 
만족)을 제외한 전공의 교육·교과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교과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만
족감을 나타내는 관계만족,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적으
로 가지는 관심에 따른 만족을 나타내는 일반만족, 학
과의 사회적 인식(사회적 평판, 명성)에 대한 개인적 지
각에 따른 만족을 나타내는 인식만족의 총 4개 하위요
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만족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일반만족 Cronbach α .903, 교
과만족 Cronbach α .877, 관계만족 Cronbach α 
.791, 인식만족 Cronbach α .786 으로 나타났다.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22]이 개발한 진로

준비행동 척도인 총 16개 문항에 임은미, 이명숙[29]이 
인터넷과 진로관련 상담 부서 등을 고려한 2문항이 추
가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에는 3개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자신의 적성, 능력, 자신이 관
심을 갖고 있는 직업의 현황, 필수요건, 직업 전망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도구구비활동(취업준비과정에 필요한 
장비, 교제 등을 구입),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
로준비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보수집활동 
Cronbach α .743, 도구구비활동 Cronbach α .799, 
실천적노력 Cronbach α .84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공선택동
기,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매개효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변인 구분 학생수(명) 비율(%)

성별

남자 41 20.8

여자 156 79.2

합계 197 100

학년

1학년 121 61.4

2학년 76 38.6

합계 1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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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
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기초통계

값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M S.D 최소값 최대값
개인적동기 12.55 2.09 6.00 15.00
사회적동기 10.50 2.93 4.00 20.00
일반만족 25.03 5.11 9.00 35.00
교과만족 20.84 4.17 7.00 30.00
관계만족 14.80 2.61 6.00 20.00
인식만족 18.41 3.28 8.00 25.00

전공만족도 79.08 13.48 40.00 110.00
정보수집활동 20.81 3.91 8.00 30.00
도구구비활동 14.97 4.04 5.00 25.00
실천적노력 21.00 5.49 7.00 35.00

진로준비행동 56.77 11.75 20.00 90.00

표 2.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n=197)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3]을 살펴보면 개인적동기와 사회적동기의 상관

은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동기는 전공만족도와 
r=.488(p<.001)을 보고하였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
인인 교과만족(r=.323, p<.001), 관계만족(r=.434, 
p<.001) 및 인식만족(r=.530, p<.001)과도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개인적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
의 상관을 살펴보면 개인적동기는 진로준비행동과 
r=.209, p<.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적동
기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
면 정보수집활동(r=.310, p<.001)과의 상관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실천적 노력(r=.154, p<.05)과도 유의
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도구구비활동과의 상관
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동기와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은 r=.199, 
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 사회적 동기
와 전공만족도 하위요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적
동기는 교과만족(r=.249, p<.01), 일반만족(r=.179, 
p<.05) 및 인식만족(r=.176, p<.05)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고하였다. 사회적동기와 관계만족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동기와 진로준
비행동 간의 상관은 r=.203 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

개인동기 사회적 동기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전공만족도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노력 진로준비행동

개인동기 1

사회적동기 -.096 1

일반만족 .461*** .179* 1

교과만족 .323*** .249** .845*** 1

관계만족 .434*** .059 .656*** .687*** 1

인식만족 .530*** .176* .735*** .639*** .595*** 1

전공만족도 .488*** .199** .946*** .918*** .800*** .834*** 1

정보수집
활동 .310*** .116 .350*** .354*** .440*** .389*** .422*** 1

도구구비
활동 .098 .244*** .251*** .262*** .326*** .265*** .304*** .593*** 1

실천적
노력 .154* .172* .322*** .319*** .301*** .311*** .355*** .645*** .670*** 1

진로준비
행동 .209** .203** .353*** .357** .399*** .366*** .411*** .839*** .855*** .913*** 1

표 3.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분석                                                (n=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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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동기와 진로준비행
동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도구구비활동
(r=.244, p<.001) 및 실천적 노력(r=.172, p<.05)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정보수집활동과의 상관
은 유의하지 않았다.

전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
동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
와 진로준비행동은 r=.411, p<.001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교과만족과 
도구구비활동 간의 상관이 r=.251, p<.001로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인식만족과 정보수집활동의 상관이 
r=.889, p<.001로 높게 나타났다.

3.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4]와 같이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공선택동기인 개인적동기와 
사회적동기는 진로준비행동을 9.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동기는 β=.23(p<.01)로 진로준비행동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동기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β=.23(p<.01)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동기와 
사회적동기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고하였다. 즉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
귀분석                                 (n=197)

4.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5]를 보면 개인적동기와 사회적동기는 전공만족

도를 약 3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동기는 

전공만족도에 β=.51(p<.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
고하였고, 사회적동기 또한 β=.25(p<.001)로 전공만족
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지만 개인적동기가 사회적동기보다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
회적동기 보다는 개인적동기를 고려할수록 전공만족도
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
분석                                  (n=197)

5.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
공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5.1 개인적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
족도의 매개효과

[표 6]을 살펴보면 개인적동기는 전공만족도에 β
=.488(p<.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에도 β=.209(p<.01)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개인적동기와 
매개변인인 전공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은 β=.405(p<.001)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개인적동기
의 영향(β=.012, p>.05)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
적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64로 통계적
으로 매개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였다.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

수 t R2

B S.E β

진로
준비
행동

상수 31.02 5.88 　 5.27 

.094
개인적 
동기 1.30  .38  .23 3.39** 

사회적 
동기  .90  .27  .23 3.31**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

수 t R2

B S.E β

진로
준비
행동

상수 25.68 5.94 　 4.32*** 

.299
개인적 
동기 3.30  .39 .51 8.53*** 

사회적 
동기 1.14  .28 .2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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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적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표 6. 개인적동기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n=197)
종속
변인

독립
변인 β B S.E t R2 F

1 전공
만족도

개인적 
동기 .488 3.145 .400 7.859*** .238 61.756***

2
진로
준비
행동

개인적 
동기 .209 1.175 .391 3.009** .04 9.056**

3
진로
준비
행동

개인적 
동기 .012 .065 .418 .156

.169 20.008전공만
족도 .405 .353 .065 5.445***

5.2 사회적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때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표 7]을 살펴보면 사회적동기는 전공만족도에 β
=.199(p<.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진
로준비행동에도 β=.203(p<.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사회적동기와 매개
변인인 전공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 β=.386(p<.001)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사회적동기의 
영향(β=.126, p >.05)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완
전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577로 통계적
으로 매개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였다.

표 7. 사회적동기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n=197)

Ⅴ. 논의 및 결론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며, 전공이 적성과 흥미, 전공계열에 따라 전공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된 선행연구
[6][10][19]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체능 계열 대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전공선택동기를 개인적동기와 
사회적적동기로 구분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동기와 사회적동기 모두 전공만족도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영향은 β
=.51(p<.001)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동기가 전공만족
도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은 β=.25(p<.001)로 차
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공만족도에 

그림 2.사회적 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β B S.E t R2 F

1 전공만
족도

사회적 
동기 .199 .917 .320 2.860** .04 8.180**

2
진로
준비
행동

사회적 
동기 .203 .814 .279 2.917** .04 8.507**

3
진로
준비
행동

사회적 
동기 .126 .506 .263 1.921

.184 22.213***

전공
만족도 .386 .336 .057 5.872***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예·체능계열을 중심으로 599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동기보다 개인적동
기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계열 학생은 타 계열 학생에 비해 개인의 적
성, 흥미, 장래희망을 고려하여 빠른 입시준비가 진행되
는 만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
다고 본다. 즉, 전공분야가 미래의 진로와 연결되는 경
우가 많고, 진로결정에 있어 확고함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어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
었다. 확고한 결정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준비행
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학생활의 충성도(충실
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충성도(충
실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공만족도가 높아져서 학업
을 중도포기하거나 전공을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
계에도 높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
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위주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비교과 프로그램, 
주문식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수
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선택동기인 개인적동
기와 사회적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파악된 만큼 그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정대학의 
예체능계열 1. 2학년이라는 표본한계점을 가지고 있으
며, 특정성별의 성비가 치우쳐져 있는 점들로 일반화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확대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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