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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 는 체 계열 학생  전공만족과 진로 비행동  진로 식 숙도  계  실 적 로 하는

 목적  었다. 연 목적에 따라  연 에 는 2016  체 계열 학생  집단 로 편 집  활용하여 

 221  본  수집하고,  료  에 용하 다. 절차는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 v21과 SPSS

Amos v21  활용하여 빈도 , 탐색적 , 확 적 , 신뢰도 , 상 계 , 조 정식 형

 실시하 , 그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체 계열 학생  전공만족  진로 비행동에 한 향  미치

는 것 로 나타났다. 째, 체 계열 학생  전공만족  진로 식 숙도에 한 향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째, 체 계열 학생  진로 비행동  진로 식 숙도에 한 향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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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ense maturity of sports-related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221 students in sports-related university were investigated wit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executed using SPSS Statistics v21 and SPSS Amos v21. As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major satisfaction had static influence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t showed that the major satisfaction gave static influence to the career 

sense maturity. Third, it showed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ffected the career sense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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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이라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나름의 개인

성장과 발달을 해 진로선택을 한 노력을 한다. 한

이들은 진로선택에 해서 고민을 하고, 진로선택을

한 비과정으로 소 말하는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진로목표를 이루기 한

취업상황은 어떠한가? 최근교육부에서발표한 학생의

취업률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말 기 고등

교육기 체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67%로 실업률이

33%에 이른다[1]. 즉, 10명 3명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회진출 기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주목

해야 할 은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성 불일치 등의 이

유로 73.1%, 즉 취업에 성공했던 10명 3명 정도가 직

장을 그만둔다는 것이다[1]. 통계치와 같이 비단 한국에

서의 진로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교육 장과

사회진출의 연결시 에 비추어볼 때, 진로결정에 따른

취업뿐만 아니라 진로선택에 따른 미스매칭의사례가 고

용형태의 문제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수 있

다. 즉, 국내외 사회경제 인구의 변화 등에 의한 여건

의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취업난은 청년실업이라는 심

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 고, 노동시장의 수요

와 공 의 불균형은 경제나 산업구조등의 고용사회구조

의 체계를 악화하는 상으로까지 확 되고있는 시 이

기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2].

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로서 일생에 향을 수 있는 진로와 취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다[3]. 그럼으로 이미 학에 진학하면서 자

신의 진로분야에 한 공을 선택하고, 공분야에

한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

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졸업을 유 하는 인원

증가와 공학과의 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은

[4]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마도 진로교육에 한기

충족정도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교육서

비스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5,6].

체육계열 학생 한 외는 아니다. 체육과 학생들

의 경우 공의특성상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고, 타 공

과의 유사성이 상 으로 이질 인 에서진로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그로인해 체육계열 학생들 한 진로

에 해서 타 공학생들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취업진로에 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체육학에서

도 기존 연구를 통해 진로탐색이나 진로교육, 진로결정,

진로성숙도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7,8,9], 타 공 역에 비해 진로에 한 체육계열 공

자들의 개인 요소를 살펴보기에는 양 으로나 질 으

로 아직까지도 미진한 실정이다.

그 기 때문에 학교육 장에서 진로선택에 해서

고민하고 있는 체육계열 학생들의 특성과 성향과 같은

개인 요인에 을 두고 개인의 공만족과 진로 비

행동 진로의식성숙도와 같은 진로결정에 향을 미치

는 개인 요인[10,11]을 살펴보는 것은 취업교육에 많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만족을 통한 진로 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에 한

계를 밝히고, 진로선택에 한 다각 분석을 통해 진로

에 한 행동요인들을 악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연구변인으로 설정한 공만족변인은

공교과를 학습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주 즐거움과

같이 진로에 한 정 사고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서 공만족이 높을수록 공과 련된 분야의 직

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직업에 한 흥미를 느끼

는 감정을 말한다[12,13]. 이는 진로 비행동이나, 진로성

숙도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

[14,15,16]으로서 재 학업수행이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

의 진로나 직업에 해 부합되어 진로선택의 과정에

정 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는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진로 비행동변인은 직업 목표

에 한 명확성과 자신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

의 직업 목표를 성취하기 한 구체 인 행동과 인지

차원의 노력을 말한다[17,18]. 진로 비행동은 자신의

심 역에 한 직업정보나 자격증취득 그리고 취업을

한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진로 성숙도와 함께 상호연

결 되는 개념으로 진로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다[10,19]. 뿐만 아니라 최근 진로 자기효능감이나취업스

트 스요인 등에 의해 향을 받는 요인으로[20,21] 취업

에 해서 장기 이고 반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진로의식성숙변인은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수 을 인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22]으로 학년이 높고, 여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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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식성숙수 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3]. 기존연

구에서는 학생의 공만족[12,16,24], 진로자기효능감

[25,26]에 의해 향을 받는 요인으로 특히 진로자기효능

감에 의해 결정 으로 향을 받는 변인이다. 특히, 최근

에 들어 진로의식성숙 변인은 진로 비행동과상호 연결

되는 변인으로 서로 정 인 작용에 의해 향을 받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이와같이 진로와 련된이 세 가지 개인 요인들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각 변인간의 계들에 서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결정은 개인의

인식과 신념에 의해서 결정 되는 바 이러한 개인 요소

들이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진로지원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학생들을 통해 개

인의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 향을 미치는 개인 요

인들 간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여진로교육의 방향

과 진로지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

제는 첫째로,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은 진로 비행

동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로, 체육계열 학생의 공

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로, 체

육계열 학생의 진로 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하 다.

2. 연

2.1 연 상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체육계열 학생을 모집단으로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

여 총 221명의 표본을 수집하 다. 구체 으로 연구자들

이 출강하고 있는 학의 체육계열 학생들 가운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상으로 지필설문지 구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지는 자기평

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작성하도록 하 으며,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조사도

이연구에서는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 다. 설문

문항은 배경변인 4문항, 공만족 22문항, 진로 비행동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69 76.5

Female 52 23.5

Age

18-20 33 15.0

21-23 120 54.3

24-27 68 30.7

Grade

First 33 14.9

Second 84 38.0

Third 61 27.6

Fourth 43 19.5

Major

Athletic Training 42 19.0

Community Physical Education 47 21.3

sport industry & Welfare 41 18.6

Health Management 6 2.7

Physics 18 8.1

Life Physical Education 52 23.5

Physical Education 10 4.5

Taekwondo 5 2.3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n=221)

18문항, 진로의식성숙도 25문항 총 69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연구 상의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한 4문항을 제

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5 Likert척도를 사용하 다. 구

체 인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먼 , 공만족은 체육계열

학생을 상으로 선행연구[28]에서 사용하 던 척도를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다. 공만족

척도는 교과만족(6문항), 계만족(5문항), 일반만족(5문

항), 인식만족(6문항)의 4개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둘째, 진로 비행동은 문 학생을 상으로 선행연구

[29]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연구 목 을고려하여 수정한

후 이용하 다. 진로 비행동 척도는 정보수집활동(6문

항), 도구구비활동(5문항), 실천 노력(7문항)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진로의식성숙도를

묻는 설문문항은 선행연구[30]에서 유도선수를 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다. 진로의식성숙도 척도는 독립성(5문항), 태도성(5문

항), 정보탐색 합리성(4문항), 계획성(8문항), 자기 이해

성(3문항)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2.3 조사도  타당도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차를 실시하 다. 첫째, 체

육학 교수 1인과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의회를 통해 설

문문항의 합도와 내용타당성을 검 받았다. 둘째, 구

성된 조사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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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ay

question

Background

Variable

Gender(1)

4
Age(1)

Grade(1)

Major(1)

Major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6)

22
Relationship Satisfaction(5)

General Satisfaction(5)

Perception Satisfaction(6)

Career

Preparation B

ehavior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6)

18Instrument Fulfill Activities(5)

Practical Effort(7)

Career

Sense

Maturity

Independence(5)

25

Attitude(5)

Career Exploration & Rationality (4)

Career Planning(8)

Self-Appraisal(3)

Total 69

<Table 2> Component Content of Questionnaire 

Item

석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

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직각회

기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용하 으며,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50이상, 공통성은 .40이상,

기 고유값은 .10이상으로 기 을 설정하고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조사도구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Cronbach‘α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 다. 이러한 차에따라분석된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공만족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공만족의 척도는 선행연구와 같이 교과만

족(.593-.776), 계만족(.722-.826), 일반만족(.674-.737),

인식만족(.701-.828)의 4개 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높

은 요인 재량을 보이고 있다. 공통성은 .517-.833으로,

총 설명량은 72.853으로 나타났다. 한 공만족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χ

²(df)=179.712(113)/p=.001, SRMR=.032, TLI=.967,

CFI=.973, RMSEA=.052로 나타나 선행연구[31]에서 제

시하고 있는 합도 기 (SRMR(<.05), TLI(>.90),

CFI(>.90), RMSEA(<.1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 일 성의 Cronbach's α계수도 .811에서 .902

로 높게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이 확인된다.

둘째, 진로 비행동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과 같이 선행연구와 같은 3개 하 요인이 추

출되었다. 구체 으로 정보수집활동(.798-.860), 도구구

Subject Perception General Relationship 

V1 .776 .151 .303 .082 .724

V2 .770 .241 .177 .255 .748

V3 .762 .212 .302 .062 .721

V5 .733 .248 .177 .293 .716

V6 .724 .227 .115 .368 .725

V4 .593 .139 .325 .201 .517

V18 .137 .828 .244 .138 .782

V20 .290 .745 .151 .262 .731

V21 .356 .743 .254 .094 .752

V19 .171 .701 .385 .158 .694

V15 .390 .331 .737 .171 .833

V14 .308 .288 .735 .223 .768

V13 .340 .275 .732 .200 .766

V12 .210 .327 .674 .335 .718

V8 .158 .172 .095 .826 .745

V10 .263 .168 .371 .723 .758

V9 .286 .153 .241 .722 .685

Eigenvalue 4.031 2.999 2.937 2.417

Variance(%) 23.714 17.642 17.279 14.219

Cumulative 23.714 41.356 58.634 72.853

Kaiser-Meyer-Olkin=.944, =2489.670, df=136, p<.001

<Table 3> EFA of Major Satisfaction

χ² SRMR TLI CFI RMSEA

Major

Satisfaction
179.712 .032 .967 .973 .05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0.528 .047 .958 .972 .071

Career Sense

Maturity
70.201 .028 .953 .968 .062

<Table 4> Goodness of Fit Test

비활동(.861-.883), 실천 노력(.666-.835)의 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재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

성은 .596-.910으로 , 총 설명량은 72.202로 나타났다.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χ²(df)=50.528(24)/p=.001,

SRMR=.047, TLI=.958, CFI=.972, RMSEA=.071로 나타

나 합도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

뢰도의 Cronbach's α계수도 .725-.908로 높게 나와내

일 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의식 성숙도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선행연구와 같이 독립성

(.744-.790), 태도성(.819-.834), 정보탐색합리성(.561-.840),

계획성(.754-.790), 자기 이해성(.612-.660)의 5개 하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높은 요인 재량이 나타났다. 한

공통성은 .621-.849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 설명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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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Intelligence Instrument 

r12 .835 .178 .136 .747

r16 .700 .161 .393 .666

r18 .696 .312 .293 .670

r7 .666 .274 .310 .615

r1 .075 .860 .190 .781

r3 .281 .709 .118 .596

r2 .304 .708 .147 .616

r4 .290 .216 .883 .910

r5 .347 .189 .861 .898

Eigenvalue 2.496 2.056 1.947

Variance(%) 27.730 22.843 21.629

Cumulative 27.730 50.573 72.202

Kaiser-Meyer-Olkin=.847, =966,722, df=36, p<.001

<Table 5> EFA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ationalit

y
Independence Planning Attitude Appraisal 

m13 .840 .152 .133 -.069 .126 .766

m14 .801 .223 .182 -.002 .160 .750

m12 .621 .354 .286 -.045 .184 .628

m11 .561 .423 .268 .065 .261 .637

m3 .193 .790 .138 .058 .144 .704

m1 .303 .754 -.022 .222 .212 .754

m5 .198 .744 .281 -.012 .102 .682

m19 .132 .190 .799 -.052 .289 .778

m22 .365 .131 .754 .027 .016 .721

m8 .071 .247 .036 .834 -.292 .849

m7 -.142 -.052 -.062 .819 .371 .835

m23 .248 .362 .212 -.044 .660 .675

m24 .397 .204 .192 .098 .612 .621

Eigenvalue 2.609 2.412 1.597 1.446 1.335

Variance 20.072 18.554 12.284 11.121 10.273

Cumulative 20.072 38.626 50.910 62.031 72.303

Kaiser-Meyer-Olkin=.886, =1106.460, df=78, p<.001

<Table 6> EFA of Career Sense Maturity

72.303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의식성숙도에 한 확인

요인분석의 기과정에서태도성의8번문항이Heywood

Case가 나타나 삭제되었으며, 이에 태도성의 하 요인이

삭제되었다. 이후 실시한 진로의식성숙도의 확인 요인

분석결과, χ²(df)=70.201(38)/p=.001, SRMR=.028, TLI=.953,

CFI=.968, RMSEA=.062로 합도 기 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 일 성의 Cronbach's α계수도

.600-.843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도 확인된다.

2.4 료처리

이 연구의 목 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v21과 SPSS Amos

v21의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먼 , 연구 상자들

의 배경변인을 확인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

며,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분석을 실시

하 다. 한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분석하 다.

3. 결과

3.1 상 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에 앞서 하 변인들 간

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 , 공만족의 교과만족, 계만족, 일반만족, 인

식만족과 진로 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1 2 3 4 5 6 7 8 9 10 11

Major

Satisfaction

Subject(1) 1

Relationship(2) .598** 1

General(3) .699** .616** 1

Perception(4) .604** .508** .7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lligence(5) .468** .583** .538** .423** 1

Instrument(6) .331** .347** .265** .231** .467** 1

Practical(7) .445** .430** .333** .320** .568** .660** 1

Career

Sense

Maturity

Independence(8) .279** .416** .438** .299** .388** .203** .180** 1

Rationality(9) .484** .479** .464** .394** .452** .249** .341** .624** 1

Planning(10) .429** .435** .465** .345** .525** .436** .537** .437** .577** 1

Appraisal(11) .318** .389** .350** .264** .414** .286** .373** .571** .629** .518** 1

** p<.01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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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노력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둘째, 공만족의 모

든 하 변인들과 진로의식성숙도의 독립성, 정보탐색 합

리성, 계획성, 자기 이해성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

(+)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마지막

으로 진로 비행동의 모든 하 변인들과 진로의식성숙

도의 모든 하 변인들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한편, 이 연구의 모든 하 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180에서 .701 사이로 나타나 선행연구[32]에서 제시한 각

하 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85보다 낮게 나와 다 공

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 형  적합도 검

이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을

해 모수추정방식인 최 우도법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먼 구조모형은 공만족(교과

만족, 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 비행동(독립

성, 정보탐색 합리성, 계획성, 자기 이해성), 진로의식성

숙도(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 노력)의 3개

척도 총 11개 측정변수로 구성하 다. 선행연구들[33,34]

에 의하면, χ²의 p-value는 표본크기 측정변수 개수에

민감하다고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

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TLI, CFI, RMSEA

와 더불어 SRMR의 지표를 용한 합도 검증 결과는

<Table 8>과 같이 χ²(df)=12.291(40)/p=.001, SRMR=.044,

TLI=.912, CFI=.936, RMSEA=.096으로 나타나 합도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² df p SRMR TLI CFI RMSEA

12.291 40 .001 .044 .912 .936 .096

<Table 8> Goodness of Fit Test

3.3 가 검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과 진로 비행동 진로

의식성숙도의 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과 진로 비행동의 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717, t값은 9.062로 공만족은 진로 비행

동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

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과

진로의식성숙도의 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351,

t값은 3.111로 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두 번째 가설도 채택되었다. 셋

째, 체육계열 학생의 진로 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도

의 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422, t값은 3.407로

진로 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번째 가설도 채택되었다.

4. 

이 연구는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과 진로 비행

동 진로의식성숙도의 계를 실증 으로 구명하는데

목 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은 진로 비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 있어 가

장 요한 과업 하나이며[35], 특히 학생들에게는

매우 실하고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시 은

진로발달 단계에 있어서 선택과 비를 하는 매우 요

한 시기로 학생들은 이 시기에 공지식을 배우고 습

Path
StandardizedE

stmate
S.E. C.R(t) sig Result

Standardized

Direct

Standardized

Indirect

Standardized

Total

1 Major Satisfactio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717 .861 9.062 .001 adoption .717 .717

2 Major Satisfaction → Career Sense Maturity .351 .091 3.111 .002 adoption .351 .303 .654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Sense Maturity .422 .083 3.407 .001 adoption .422 .422

<Table 9> The Result of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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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여 직업에 한 구체 고민을 하고 비를 하게 된

다[36].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체육계열 학생들이 자신

의 공에 해 만족할수록 정 인진로 비행동을 실

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이 진로 비행동에 향

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과 학생의 교과

만족, 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의 공만족도가 진

로 비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4]와

일치하고 있다. 한 이 연구결과는 학생의 일반만족

과 인식만족이 진로 비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7]와 경 학 공 학생의 교수 계 사회

인식 공만족도가 진로 비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36]에 의해 부분 으로 지지받고 있다.

공만족이란 개인이 목표로 한 직업이나 진로에 한 기

와 비교하여 자신이 재 속한 학과를 평가하고 단

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38]. 결국 이 연구는

체육계열 학생이 자신의 공학과 안에서의 교육내용,

교수 교우 계, 성 사회 인식 등을 평가하고

이를 만족할 때 자신이 목표한 진로에 한 비행동을

성실히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남녀 학생 약 2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한 직

업 련 조사[39]에 의하면 체 상 가운데 65.8%의

학생들이 ‘자신의 공을 살려 취업하는 것이 고민된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 [40]의 조사에

따르면 학의 체육교육학과와 체육계열 졸업자의 취업

률은 사범 체육교육과 32.4%, 체육계열학과 40.5%로

낮은 수 의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체육계열 학생들의

공에 한 많은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체

육계열 학생들의 취업률은 타 분야와비교하 을 때에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

로 체육계열의 학교육이 실제 직업세계와 연계성이

부족함이 문제 제기되고 있다[41]. 이에 각 학의 체육

계열학과는 학생들에게 공과 련된 교과목뿐만 아

니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역량 자질을키울수 있는

여러 로그램 교과목 등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 연구

의 결과와 같이 자신의 공에 한만족은미래삶에 있

어서 한 향을 미치게 되는 진로에 한 철 한

비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용 공 학생의 교과 수업, 공인식, 계

의 공만족이 독립성, 목 성, 결정성, 확신성의 진로태

도성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5]와 학

생의 공만족이 진로결정성, 자기자신이해, 의사결정성

의 진로성숙도에 향이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6]

에 의해 부분 으로 지지받고있다. 한 이 연구의결과

는 공학과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운다고 느

끼며 학과를 졸업한다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의식성숙도를 높게 인식하게

된다는 연구결과[42]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이

연구결과는 학생이 공학과 내에서 교육과정과 인

계, 사회 인식 등에 한 만족을 높게 느낄수록 진로

에 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독자 이고 계획 이며

합리 인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생의 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는 직업에

한 가치 에 향을 받는다고한 연구[16]는 보고하고 있

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식성숙도를 높이기 해서는

직업에 한 올바른 가치 정립을 토 로 한 공만족

도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시사 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학에서는 체육계열 학생

의 공만족을 높이기 한 공과 련된 교과목과 더

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과 더불

어 학생들의 직업에 한 가치 을 높이기 한 다각

교육 로그램의 제공도 요구된다. 다시 말해 공과

련된 진로체험과 더불어 문 상담 등과 같은 다각

이고 다양한 측면의 교육 로그램의 개발 운 이 실

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체육계열 학생의

진로에 한 올바른 가치 확립과 더불어 공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진로에 한 학생의 성숙한 의식을 기 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셋째, 체육계열 학생의 진로 비행동은 진로의식성

숙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극 인 진로 비를 하는 학생이 높은 진로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3]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진로 비행동은 진로와 련한 개인의 인지

나 태도 차원이 아닌 구체 이고 실질 행 차원을 말

하는 것으로써[44], 합리 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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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되는 행동 진로를 결정한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게 되는 행 등을 의미한다[17]. 이러한 진로 비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는데 진로결

정을 한 정보 수집활동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한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45]. 즉 이 연구결과는 진로를 비하기 해 정보를 수

집하고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등의 목표에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행동이 자신의 진로의식을성숙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진로 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은

진로발달의 에서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46], 이들 변인들 간의 계성을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19,47]은 이 연구와 달리 진로의식성숙을 선

행변인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종속변인인 진로 비

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학

생의 진로는 일정 시기에 갑자기 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 체험을 토 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

루어지는 것[48]으로 일시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신의 내 특성을 지속 으로 성장시켜야 하며[47], 이러

한 맥락에서 진로의식성숙을 선행변인으로 연구가 진행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공학과

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과, 계, 일반, 인식의 만족에

을 두고 연구를 계획하 으며, 이들 공만족은 진로

비행동에 정 효과를 주는 선순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진로의식성숙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측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즉 체육계열 학생의 진로

비행동이 진로의식성숙도에 향을 미쳤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의 기 기 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

다.

따라서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과 더불어 진로

비행동을 고양하기 한 공 진로교육의 증진 로

그램의 구성 운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체육계

열 학생 개인의 성과 흥미를 알아내기 해 그들의

심분야와 흥미 등을 악하고, 이와 련된 진로 정보

등의 제공이 요구된다[43]. 한 공과 련된 새로운

진로에 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소개

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로그램의 제공은

공학과에 한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 연구

결과와 같이 체육계열 학생의 진로 비행동과 진로의

식성숙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과 진로 비행

동 진로의식성숙도의 계를 구명하는데 목 이 있었

다. 이를 해 2016년 체육계열 학생을 모집단으로 총

221명의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이러한 연

구과정을 토 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은 진로 비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학생의

진로 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학

생의 공만족이 그들의 진로 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

에 정 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 비행동도 진로

의식성숙에 도움을 주는 변인임이 확인된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과 더불어 진로

비행동을 고양하기 한 공 진로교육의 증진 로

그램의 구성 운 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 이 연구와 련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

족과 진로 비행동 진로의식성숙도의 계를 구명하

고자 하 다. 그리고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논의과정

속에 이들 선인변인들 고양하기 한 교육 로그램 등의

개발 운 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교육 로그램 등을 개발하

는 연구나 실제 운 되고 있는 교육 로그램 등을 분석

하고 소개하는 연구의 필요함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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