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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 특성에 부합한 적절한 진로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Lent 등(1994)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였
다. 조사대상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경험한 3개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132명으로, 인지적 요인(결과기대), 흥미
요인(전공선택만족), 목표요인(진로결정수준), 수행요인(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 24.0과 
AMOS 24.0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FI=.904, TLI=.887, RMSEA=.068로 
통계학적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만족이 높아
지고, 이는 진로결정수준을 증가시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서 학생 개인의 인지적 요인 및 흥미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결과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Abstract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fo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based on Lent et al. (1994)’s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so as to provide essential baseline data 
for establishing proper career support strategies that suit the distinctive nature of social welfare stud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132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who have completed social 
welfare field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actor (outcome expectation), 
vocational interest fact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goal factor (career decision level), and work 
performance fact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analysis, SPSS 24.0 and AMOS 24.0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l’s goodness of fit was found to be at a statistically ideal level 
with CFI=.904, TLI=.887, and RMSEA=.068. 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imary variables is as follows: as outcome expectation increased,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grew, which then 
increased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led to the improvement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customized route support program considering the perceived and 
interesting factors of individual students to improve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social welfare majors.

Key Words :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Outcome expectancy,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Social Welfare,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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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의 ‘한국직업

지표연구’ 중 10년 후 전망 좋은 상위 20개 직업 선정에

서 사회복지사는 5위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일자리수

요가 가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 ‘사회복지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대신하지못할직업군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휴먼서비스 분야가 꼽히고 있으며, 이

에대한관심은점점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1]. 이

러한전망은보건복지부산하사회복지포탈서비스 ‘복지

넷’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welfare.net)의 통계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복지넷에 따르면 2017

년 현재사회복지서비스관련직업은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요양보호사 등 66개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건수는 지속적으

로증가하여 2012년 이후에는매년 7만 5천명 이상의사

회복지사가양성되었다. 그리하여 2017년 10월말까지총

93만 2천여명이사회복지사전문자격증을취득하고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사회복지분야의수요와공급이급증하는동시

에관련정책에서도앞으로사회복지관련일자리가계속

적으로 창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2017년 8

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4차 산업

혁명대비성장기반조성, 사회적돌봄체계확충, 소득보

장및일하는복지지원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복

지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를 2022년까지 80만개 창출을목표로하고있는등계속

해서 관련 일자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분석해 볼 때 사회복지사 관

련 직업군의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전문 인력 공급에

서도수요초과현상을겪게될것으로추정된다[2,3]. 반

면, 한국고용정보원(keis.or.kr)의 2014년 5월호고용동향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

간이 2004년 20.8개월에서 2013년 18.4개월로 2.4개월 감

소한것으로보고되고있고, 통계청(kostat.go.kr)의 인력

실태조사에서는산업분야전체평균근속기간이 8.6년인

데 비해 사회복지분야 평균 근속기간은 3.2년으로 매우

짧게 나타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진입가능성을 높

이고자사회복지전공대학생들에게학교교육을통한전

공지식과 훈련, 자격을 갖추고 현장과의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ACE사업 등을통해현장에취업하기전진로준비

를보다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사회적노력보다는진로를준비하는학생스스로

자신의진로를준비하려는의지와노력이무엇보다중요

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학과와 같은 이념과 가치가

중요시되는 실천학문에서는 전문직 직업을 갖는데 필요

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

는행동이야말로전문직업인이되기위한자세일것이다.

전공대학생들의진로결정이나이에따른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진로성숙도[4,5], 자기효능감

[6-8],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만족도[9] 등이 높

을수록진로결정수준이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또

한개인의적성, 가치관, 흥미, 성격 등과같은인지적측

면과의관계를분석하는데치중하였다[10,11]. 최근진로

준비행동과관련된연구들이발표되기도하지만그수가

매우 적으며[12-14], 특히 고등학교 청소년이 아닌 대학

의 학과별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15].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천경험이사회복지를자신의진로로선택하는수준과

이를행동으로옮기는과정에미치는영향및그경로를

살펴보기위해진로발달이론중이를체계적으로설명한

다고 평가받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았

다[16]. 사회인지진로이론은개인의내적환경과외적환

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발달에서의 흥미

(interests), 목표(goals), 그리고 수행(performance)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보

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적 틀로 판단하였다.

Lent 등(2003)[17]은 진로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사회

인지진로이론을통해개인사회적요인(성별, 인종, 성격,

사회적지지정도등)과인지적요인및행동적요인(학습

경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적흥미등)이진로발달

에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

었다.

본 연구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하여, 실습을경험한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인지적

요인인 ‘결과기대’, 흥미요인인 ‘전공선택만족’이 목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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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진로결정수준’ 및 수행요인인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탐색해 봄으로써 향후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진로상담및진로지도에도움을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결과

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간의관련성을검증하

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조사대상
연구대상은 현장실습을 마친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서울, 경기, 대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에 재

학중인 132명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에앞서

본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설문목적에 대한 설명 및 조

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약속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

들에 한해 설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2.3 측정도구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

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변수와

일반적 특성(성별, 실습기관 운영형태, 실습기관종류, 실

습횟수)으로 측정하였다.

2.3.1 결과기대
결과기대는 Pakieser-Reed(2006)[19]이 개발한 간호

실천결과기대척도를김유경(2012)[16]이 재구성하고문

항을 추가한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결과기대’를 의

미한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점 리커트 척

도로전혀할수없다(0점)부터잘할수있다(10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2.3.2 전공선택만족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 정도를 확인하고자 “사회복지

를전공으로선택한것에대해만족하십니까?”라는질문

에 4점리커트척도로전혀그렇지않다(1), 별로그렇지

않다(2), 대체로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응답하도록

하였다.

2.3.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외(1976)[20]가 개발하고, 고

향자(1992)[21]가 번역한 진로결정검사 문항 중 7문항을

활용하여측정하였다. 문항들은진로결정에대한확신성

과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대한응답및수량화는전혀그렇지않다(1), 별로

그렇지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김봉환(1997)[22]이 개발한도구로자

신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과 관련된 1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8문항을 활

용하였다. 각문항에대한응답및수량화는전혀그렇지

않다(1), 별로그렇지않다(2), 대체로그렇다(3), 매우 그

렇다(4)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각 측정척도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살펴보았다. 타당성 검증에는 요

인구조측면에서본구성개념타당성을살펴보고자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모형적합도가 통계학

적인허용수준을충족시키지않는경우에는모형수정지

수를참고하여수정모형의적합성을확인하였다. 내적정

합성 측면에서 신뢰성을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로

산출했다. 셋째, 변수 간 상관관계 확인 후 결과기대, 전

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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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했다. 통제변수로는 성별을 투입했다. 추정법은 ML

법을 채용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합

도 지표인 CFI, TLI, RMSEA 값을 확인했다. 일반적으

로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이면 데이

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23]. 분석모형의 표준화

계수(경로계수)에대한유의성은비표준화계수에서표준

오차를뺀값(이하 t값)의절대값이 1.96 이상(5%유의수

준)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24].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78명(66.7%)으로 남성

39명(33.3%)보다 2배많았다. 실습기관 운영형태는이용

시설이 100명(85.5%), 생활시설이 17명(14.5%)으로 이용

시설에서의 실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습기관의

종류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대상 복지기관이 각각

31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대상 복지

기관 18명(15.4%), 장애인대상 복지기관 11명(9.4%), 청

소년대상 복지기관 9명(7.7%), 연합회/협회/재단 5명

(4.3%),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기관(병원) 3명(2.6%), 정

책/연구기관 1명(0.9%), 기타 8명(6.8%)이었다. 사회복지

실습시기는 방학 중 실습이 110명(94.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2 주요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주요변수중결과기대,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먼저 1요인모형으로가정한결과기대에 대한타당

도를검토하였다. 그결과, 모형수정을거쳐적합도지수

(CFI=1.000, TLI=1.024, RMSEA=.000)가 통계학적인 허

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74로 양호한 수치

를 보였다. 다음으로 1요인모형으로 가정한 진로결정수

준의타당도를검토한결과, 모형수정을거쳐적합도지

수(CFI=.982, TLI=.971, RMSEA=.062)가 통계학적인허

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67로 양호한 수치

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1요인모형으로 가정한 진로준비

행동의타당도검증결과, 모형수정을거쳐적합도지수

(CFI=.962, TLI=.944 RMSEA=.072)가 통계학적인 허용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

과,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31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3.3 측정척도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간상관관계분석결과는 <Table 1>과같다.

결과기대는 전공선택만족(r=.255, p<.01), 진로결정수준

(r=.186, p<.05) 및 진로준비행동(r=.243,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공선택만족은 진로결정수준

(r=.501, p<.01) 및 진로준비행동(r=.199, p<.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

(r=.252,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Variables 1 2 3 4 5

1 1

2 -.078 1

3 -.027 .255** 1

4 -.087 .186* .501** 1

5 .052 .243** .199* .252** 1

주1) 1. gender, 2. Outcome expectancy, 3.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4. Career Decision Level, 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주2) **p<.01, *p<.05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3.4 연구모형 분석 결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결과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904, TLI=.887, RMSEA=.068로 통계학적인 허용수

준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결과기대에

서 전공선택만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264, 전공선택

만족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530, 진

로결정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305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p<.05). 그러나결과기

대에서 진로결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29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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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research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4. 논의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

을기초로실습을경험한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진로준

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사회복지현장실습경험(학습경험)이 있는사회복지전

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종합적인

매커니즘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결과기대

(인지적요인)→전공선택만족(흥미요인)→진로결정수준

(목표요인)→진로준비행동(수행요인)의 인과관계를 가

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결과기대(인지적요인)→진로결

정수준(목표요인)에 대한 직접경로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에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적합도를확인한결과본연구모형구축

에기반이되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증적인 인과관계연구는

보통 이론에서 도출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가설 구축

(변수간관련성설정)으로부터출발한다. 이러한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원인을 검증하고

자 진로영역의 대표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활용하

였고,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지

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매커니즘을 포괄적인 원인들로서

구조화시키고있다. 개인의진로선택행동에대한원인변

수들의 중요성, 즉 개인심리적 요인, 맥락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비롯하여 인지적 요인 및 흥미요인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25,26,27]. 그러나 기

존 연구들은 종합적인 구조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최대두변수정도만으로진로준비행동에접근했다는한

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수행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복수의 요인으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습경험이라는 학습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지

적 요인, 흥미요인, 목표요인을 투입하여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의 각 원인들에 대한

영향력을보다상세하게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아울러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라는 기

본 가정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했다

는점에서도의미를찾아볼수있다. 또한실천적측면에

서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

해개인의인지, 흥미, 목표설정등복합적인차원을고려

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만족이높아지고, 이는다시진로결정수준을향

상시킴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결과기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

이지 않았다. 결과기대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 특정 결과

를얻을것이라는예상을의미하는것으로사회인지진로

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관련행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량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계속 행동을 시도한다고 가정한

다[18]. 다시말해스스로진로결정을잘할수있을것이

라는신념이라고볼수있다. 본연구결과를통해사회복

지 전공 대학생들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가지

고, 낙관적인결과를얻을것이라는믿음이있을때자신

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에 대

한 신념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예

를들면, 대학생스스로미래에대해단계적이고, 구체적

으로설계해보는시간을가짐으로써졸업후의삶을예

측해볼수있도록함과동시에일상에서긍정적정서감

을 높일 수 있는 연습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

들에게일괄적인프로그램을수행하는것이아닌학생별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진로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

는학생들을스크리닝할수있는지표등을만들어기준

점수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전략을 차별화하

여 학생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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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28,29]에서는 결과기대의 예측요인으로 사회

적지지를중요한요인으로들고있다. 즉주변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습과정 외에 사

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이 상호교류하

면서인적네트워크를확대해갈수있는지원등을추진,

진로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결과기대는진로결정수준에유의한영향을미치

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한 긍정적 정서

[30]를 비롯하여진로결과기대[31]와같은인지적요인이

진로만족감을 높이거나 진로결정수준에 중요한 영향요

인 또는 매개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대

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관련성을 직접적인 경로 뿐만

아니라 전공선택만족이라는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간접

적 경로에 대해 확인했고, 그 결과 결과기대의 간접경로

인 전공선택만족을 통한 진로결정수준으로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즉본연구에서는결과기대가진로결정수준

보다전공선택만족에더높은관련성을가진다는결과를

얻었다. 결과기대가높아지면전공선택만족이높아져진

로준비수준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

생의 진로준비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과기대라

는 인지적 요인과 전공선택만족이라는 흥미요인의 관련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

존 연구결과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실습을 경험한 사

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인지적 요인, 흥미요인, 목표요

인이수행요인에영향을미치는영향에대해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영향변인에 대해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실증연구의 한계점을보완하여구조적관계를규명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실천적 방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찾아볼수있다. 본연구에서살펴본구조적관계

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마련한다면이들의진로에대한긍정적기대감과

전공에 대한 만족감, 진로결정 수준 및 나아가 진로준비

행동을효과적으로증진시킬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이러한연구를통해본연구가가진한계점및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정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

에서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연

구대상을 확장시킨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에서다루지못했던개인심리적요인(자아효능감등) 및

사회환경적영향(사회적지지등) 등과같이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의 총체적

인발생매커니즘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을위한진로준비행동향상프로그램을개발

하고, 그에대한효과성을검증하는것도의미있는연구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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