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2000년대 이후 미용학과를 둘러싼 환경은 큰 변화를 보여 왔다. 

대외적으로는 뷰티 산업의 급성장으로 미용학과 역시 미래전망이 밝

은 분야로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내적으로는 대학환경변화에 

따른 대대적 구조조정에서 미용학과는 오히려 양적 팽창이 거듭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즉 미용계열학과는 관련 산업의 성장 및 미래 전

망에 따라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경향

이 두드러지는데, 첫째는 미용학과의 분화 및 확장이다. 2년제 대학

에서 출발한 피부미용, 헤어 등을 아우르는 통합 미용학과가 피부미

용분야, 헤어 분야 등으로 분리 독립되어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둘째, 미용학과는 2년제 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으로 확대•배가되

었다. 그 결과 2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용학과는 대내외

적 환경변화에 따라 4년제 대학으로 확장되어, 2021년 기준으로 전

문대학 138개(미용과 86개, 피부미용과 38개, 메이크업아티스트 14

개), 4년제 대학 31개가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미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초래한다. 따라서 졸업 후 진로결정

과 관련된 정보 및 연구, 특히 진로결정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연구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결정요인은 교과과정

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차원과 전공자들의 태도 및 행위와 연관된 개

인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교과과정은 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개인적 차원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된다. 특히 전공교과 만족도, 진로준비관련 활동,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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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actor,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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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and career exploration. Third, the study found tha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bear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ffect on class and 
perception satisfaction. Fourth, the study found that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arr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p<0.05). Conclu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making i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major satisfac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The resul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o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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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자신의 동기 행동과 관련된 판단 및 신념이 중요한 요소

로 인식된다(Moon & Lee, 2010).

Jeong & Park (2009)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이 밀

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개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준비하는 활동 및 진로•직
업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서 입증되었다(Esters & Retallick, 2013; Kim & Kim, 2012; Jin, 

2015). 이 두 가지 요인 외에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수집, 

취업상담 및 체험 그리고 진로탐색 등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된다(Yoo, 2018; Lee & Cha, 

2015; Chung, 2014).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

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의 

상호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미용전공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중요하게 인식되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이것이 진로준

비행동과 전공만족에 미치는 관련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미

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이해하는 이

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정립하는 한편, 방과 후 활동, 취업상담 등 교과과정 외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지도 시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진로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ethods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기, 인천지역 2년제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53명을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

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3문항,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Yoo, 2018)의 선행 연구 미래해

결, 자기평가의 하위 요인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진로 준비행동은

(Kim & Kim, 1997)의 선행연구와 (Na & Moon, 2012)의 진로준비

행동검사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취업준비, 정보수집,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공만족은 Yoo (2019)의 선행연구 수업만족, 인식만족 14문항으로 

총 43개의 측정문항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 26.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

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미용전공 2년제 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남학생 13명(5.1%), 여학생 240명(94.9%)이고, 학년은 1학년 138명

(54.5%), 2학년 115명(45.5%) 이다. 전공은 헤어 전공 121명(47.8%), 

피부전공 132명(52.2 %)로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타당도와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3 5.1

Female 240 94.9

Total 253 100.0

School year

First year 138 54.5

Second year 115 45.5

Total 253 100.0

Major

Hair major 121 47.8

Skin major 132 52.2

Total 2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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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actor
Component

1 2 Communality

Future Resolution

Question11 0.823 0.083 0.684

Question13 0.811 0.149 0.680

Question12 0.761 0.229 0.631

Question7 0.599 0.235 0.414

self-assessment

Question6 0.169 0.763 0.610

Question3 0.008 0.704 0.496

Question5 0.293 0.693 0.567

Question4 0.253 0.613 0.440

Eigenvalue 3.276 1.246

Variance (%) 40.951 15.577

Cumulative (%) 40.951 56.528

Cronbach's α 0.775 0.688

Total Cronbach’s α  0.799

KMO=0.822; χ2=510.501; p<0.001.

Table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actor
Component

1 2 3 4 5 Communality

JP

Question7 0.764 0.172 -0.055 0.051 0.134 0.637

Question5 0.725 0.181 0.188 0.192 0.065 0.636

Question6 0.711 0.266 0.071 0.092 0.233 0.644

Question4 0.680 -0.137 0.307 0.203 0.189 0.652

CI

Question8 0.250 0.778 0.215 0.055 -0.090 0.726

Question9 0.168 0.723 0.311 0.080 0.154 0.677

Question17 0.102 0.646 0.055 0.283 0.318 0.612

Question18 0.008 0.531 0.092 0.304 0.453 0.588

CC

Question3 0.184 0.038 0.797 -0.050 0.154 0.697

Question2 0.076 0.191 0.786 0.033 0.117 0.675

Question1 0.050 0.356 0.658 0.047 -0.115 0.577

JE

Question15 0.140 0.115 -0.096 0.786 -0.013 0.660

Question14 0.089 0.031 0.111 0.737 0.309 0.659

Question16 0.147 0.158 0.028 0.724 0.063 0.575

CE

Question12 0.332 -0.173 -0.062 0.207 0.665 0.629

Question11 0.178 0.378 0.174 -0.179 0.607  0.650

Question13 0.078 0.120 0.034 0.244 0.581 0.419

Question10 0.367 0.272 0.257 -0.024 0.506 0.531

Eigenvalue 5.426 2.044 1.534 1.161 1.035

Variance (%) 30.146 11.358 8.521 6.450 5.750

Cumulative (%) 30.146 41.504 50.025 56.475 62.225

Cronbach's α 0.782 0.785 0.713 0.711 0.632

Total Cronbach’s α  0.834

KMO=0.841; χ2=1495.801; p<0.001.
JP, job preparation; CI, collect information; CC, career counseling; JE, job experience, CE, career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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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 문항 중 1. 2. 8, 9, 10번 문항은 요인 적재치 0.05를 충족하

지 못하여 제거한 후 8문항을 적용하였다. KMO 지수는 0.822로 표

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2=510.501, 

p<0.001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전체 변량

(total variance)은 56.528%의 설명력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2개의 요인은 

미래해결, 자기평가로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미래

해결 0.775, 자기평가 0.68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799

으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2) 진로준비행동 타당도와 신뢰도

진로준비행동의 타당도 와 신뢰도검증은 Table 3와 같다. KMO 지

수는 0.841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

치는 χ2=1495.801, p<0.001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

인되었고 전체 변량(total variance)은 62.225%의 설명력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5개의 요인의 하위요

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취업준비 0.782, 정보수집 0.785, 

진로상담 0.713, 직업체험 0.711, 진로탐색 0.632로 나타났으며 전

체 신뢰도 값은 0 .834으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

였다.

3) 전공만족 타당도와 신뢰도

전공만족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Table 4와 같다. KMO 지수

는 0.907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

는 χ2=2088.865, p<0.001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

인되었고 전체 변량(total variance)은 61.247%의 설명력을 보였다. 

전공만족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2개의 요인은 수업만족, 인식

만족의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수업만족 0.927, 인

식만족 0.794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0.923으로 나타나 통

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 간의 상관관계

Table 5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해결

은 자기평가(r=0.454), 취업준비(r=0.328), 정보수집(r=0.511), 

진로상담(r=0.300), 직업체험(r=0.166), 진로탐색(r=0.281), 수

업만족(r=0.421), 인식만족(r=0.404)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평가는 취업준비(r=0.088), 정

보수집(r=0.380), 진로상담(r=0.267), 직업체험(r=0.145), 진로

탐색(r=0.144), 수업만족(r=0.381), 인식만족(r=0.356)과 나타

났으며, 취업준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요인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취업준비는 정

Table 4. Major satisfaction

Factor
Component

1 2 Communality

CS

Question14 0.807 0.128 0.667

Question9 0.775 0.308 0.696

Question10 0.774 0.241 0.658

Question13 0.752 0.138 0.585

Question11 0.743 0.206 0.595

Question12 0.742 0.274 0.626

Question7 0.721 0.381 0.664

Question8 0.712 0.384 0.655

Question6 0.693 0.360 0.610

RS

Question2 0.110 0.850 0.735

Question1 0.166 0.752 0.593

Question3 0.282 0.676 0.537

Question4 0.302 0.581 0.429

Question5 0.447 0.571 0.526

Eigenvalue 7.153 1.421

Variance (%) 51.094 10.153

Cumulative (%) 51.094 10.153

Cronbach's α 0.927 0.794

Total Cronbach’s α  0.923

KMO=0.907; χ2=2088.865; p<0.001; CS, class satisfaction; RS, recogni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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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집(r=0.424), 진로상담(r=0.329), 직업체험(r=0.342), 진로

탐색(r=0.541), 수업만족(r=0.0253), 인식만족(r=0.248)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수집은 진

로상담(r=0.439), 직업체험(r=0.358), 진로탐색(r=0.485), 수업

만족(r=0.246), 인식만족(r=0.298)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상담은 직업체험(r=0.083), 진로탐색

(r=0.303), 수업만족(r=0.237), 인식만족(r=0.218)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중 직업체험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직업체험은 진로탐색 (r=0.315), 

수업만족(r=0.059), 인식만족(r=0.168)로 나타나 진로탐색, 인식만

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업만족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진로 탐색은 수업만족(r=0.108), 

인식만족(r=0.184)로 나타나 수업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식만족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

다. 수업만족은 인식만족(r=0.634)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 간에 미치는 영

향분석

1)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취업준비에 미

치는 영향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

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76로 2에 가까워 변

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

은 1.260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355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112로 나타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1.2%

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5.757, 

p<0.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미래해결(β=0.362, t=5.417, 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FR SA JP CI CC JE CE CS RS

FR 1         

SA 0.454** 1        

JP 0.328** 0.088 1       

CI 0.511** 0.380** 0.424** 1      

JC 0.300** 0.267** 0.329** 0.439** 1     

JE 0.166** 0.145* 0.342** 0.358** 0.083 1    

CE 0.281** 0.144* 0.541** 0.485** 0.303** 0.315** 1   

CS 0.421** 0.381** 0.253** 0.246** 0.237** 0.059 0.108 1  

RS 0.404** 0.356** 0.248** 0.298** 0.218** 0.168** 0.184** 0.634** 1
*p<0.05; **p<0.01.
FR, future resolution; SA, self-assessment; JP, job preparation; CI, collect information; CC, career counseling; JE, job experience; CE, career exploration;
CS, class satisfaction; RS, recognition satisfaction. 

Table 6.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employment inform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T VIF

JP

(Constant) 1.619 0.319  5.074 0.000   

FR 0.405 0.075 0.362 5.417 0.000 0.794 1.260

SA -0.102 0.089 -0.077 -1.146 0.253 0.794 1.260

R=0.355; adj R2=0.112; F=15.757; p<0.001; D-W=1.976; JP, job preparation; FR, future resolution; SA, self-assessment.

Table 7.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information gather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T VIF

CI

(Constant) 1.024 0.274  3.742 0.000   

FR 0.457 0.064 0.426 7.123 0.000 0.794 1.260

SA 0.238 0.077 0.186 3.112 0.002 0.794 1.260

R=0.537; adj R2=0.289; F=50.722; p<0.001; D-W=2.108; CI, collect information; FR, future resolution; SA, 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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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정보수집에 미

치는 영향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

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2.108로 2에 가까워 변수

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60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

정 자기 효능감이 정보수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537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289

로 나타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8.9%로 나타

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50.722, p<0.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미

래해결(β=0.426, t=7.123, p<0.001), 자기평가(β=0.186, t=3.11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7

과 같이 나타났다.

3)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진로상담에 미

치는 영향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

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806로 2에 가까워 변수

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60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

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334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111

로 나타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1.1%로 나타

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5.672, p<0.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미

래해결(β=0.225, t=3.366, p<0.01), 자기평가(β=0.164, t=2.458,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8

과 같이 나타났다.

4)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진로탐색에 미

치는 영향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

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806로 2에 가까워 변수

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60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

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282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080

로 나타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8.0%로 나타났

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0.796, p<0.001 수준

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미래해

결(β=0.272, t=3.996, 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Table 9과 같이 나타났다.

5.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전공 만족 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8.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counsel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T VIF

CC

(Constant) 2.282 0.296  7.711 0.000   

FR 0.234 0.069 0.225 3.366 0.001 0.794 1.260

SA 0.204 0.083 0.164 2.458 0.015 0.794 1.260

R=0.334; adj R2=0.111; F=15.672; p<0.001; D-W=1.806; CC, career counseling; FR, future resolution; SA, self-assessment.

Table 10.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lass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T VIF

CS

(Constant) 1.802 0.236  7.642 0.000   

FR 0.276 0.055 0.313 4.997 0.000 0.794 1.260

SA 0.252 0.066 0.239 3.819 0.000 0.794 1.260

R=0.472; adj R2=0.223; F=35.817; p<0.001; D-W=1.786; CS, class satisfaction; FR, future resolution; SA, self-assessment.

Table 9.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explor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T VIF

CE

(Constant) 1.757 0.295  5.949 0.000   

FR 0.277 0.069 0.272 3.996 0.000 0.794 1.260

SA 0.025 0.083 0.020 0.299 0.765 0.794 1.260

R=0.282; adj R2=0.080; F=10.796; p<0.001; D-W=1.934; CE, career exploration; FR, future resolution; SA, 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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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전공만족 하위요인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

향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

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786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60

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

기 효능감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472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223로 

나타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2.3%로 나타났

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35.817, p<0.001 수

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미래

해결(β=0.313, t=4.997, p<0.001), 자기평가(β=0.239, t=3.819, 

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2)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인식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전공만족 하위요인 인식만족에 미치는 영

향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

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06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60

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

기 효능감이 인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0.448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201로 

나타나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

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31.444, p<0.001 수

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미래

해결(β=0.306, t=4.821, p<0.001), 자기평가(β=0.217, t=3.42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

6.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 하위요인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알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

면 Durbin-Watson 값은 1.875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

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42-1628로 나

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관계수(R)은 0.335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112로 나타나 독립 변

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11.2%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

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6.249, p<0.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

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취업준비(β=0.219, t=2.910, 

p<0.01), 정보수집(β=0.171, t=2.231,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Table 12과 같이 나타났다.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하여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으

며 연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취업준비, 취업수집, 진로상담, 진

Table 12.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lass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T VIF

CS

(Constant) 2.694 0.236  11.407 0.000   

JP 0.173 0.059 0.219 2.910 0.004 0.636 1.572

CI 0.141 0.063 0.171 2.231 0.027 0.614 1.628

CC 0.110 0.058 0.129 1.888 0.060 0.766 1.306

JE -0.035 0.047 -0.050 -0.755 0.451 0.805 1.242

CE -0.101 0.066 -0.117 -1.534 0.126 0.620 1.612

R=0.335; adj R2=0.112; F=6.249; p<0.001; D-W=1.875; CS, class satisfaction; JP, job preparation; CI, collect information; CC, career counselling; JE, 
job experience; CE, career exploration.

Table 11.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ognitiv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T VIF

RS

(Constant) 1.855 0.225  8.238 0.000   

FR 0.255 0.053 0.306 4.821 0.000 0.794 1.260

SA 0.216 0.063 0.217 3.422 0.001 0.794 1.260

R=0.448; adj R2=0.201; F=31.444; p<0.001; D-W=1.906; RS, recognition satisfaction; FR, future resolution; SA, 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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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탐색에 통계학적 유의한(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수업만족, 인식만족에 통계학적 유

의한(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이 수업만족에 통계학적 유의한(p<0.05)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Lee, 2013)은 졸업이후 취업 진로 성과나 만

족감을 높이기 위해 개개인의 흥미, 성격, 적성 및 가치관에 맞는 직

업선택과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고 자아실

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직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

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Pyo & Yoon, 2019)은 

학업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 성취 력을 높여 주어 직업선택과 

계획에 탐색적 활동을 높여주어 직업가치관과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자아존

중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으로 Park (2015)은 뉴 실버 세대에서도 피

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피부를 가꾸기 위한 행동이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Park & Cho (2016)은 건강한 피부관리를 위

한 피부지식과 피부관리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자아존중감

에 관한 행동지각 연구는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진로준비행동(Choi, 

2017)은 학과만족과 전공만족을 위한 행동이며, Joo et al. (2015)은 

진로준비행동이 낮을수록 대학생들의 진로방향을 잃거나 진로 준비

과정에서 만족감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

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

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이 수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Jeong & Oh (2021)의 연구는 인식만족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전문대학

생의 전공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미용전공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

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정립

과 방과 후 활동, 취업상담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취업지도와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진

로지도 모색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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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영조1, 이성내2* 
1경인여자대학교 IBelle헤어뷰티과, 인천, 한국 
2경인여자대학교 뷰티스킨케어과, 인천, 한국

목적: 본 본 연구는 미용전공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 및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의 목적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는 경기, 인천지역 2년제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53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

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프로그램 2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 간의 정적(+)상관관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취업준비, 취업수집, 진로상담, 진로탐색에 통계학적 유의한(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수업만족, 인식만족에 통계학적 유의한(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이 수업만족에 통계학적 유의한(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미

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진로결정 자

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에 통계학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대학생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 전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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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美容专业大学生职业决策自我效能对职业准备行为及专业满意度的影响 
 
李永助1，李星乃2* 
1敬仁女子大学IBelle美发科，仁川，韩国 
2敬仁女子大学美容皮肤学科，仁川，韩国

目的: 本研究考察职业决策和自我效能对美容专业的职业准备行为和主要满意度的影响。方法: 从京畿道和仁
川的两年制大学美容专业的学生中选择253名学生。分析了 2021 年 11 月 15 日至 11 月 30 日两周内收集的数
据。使用 SPSS 程序 26.0 进行频率分析以及因子、可靠性、相关性和多元回归分析。结果: 首先，研究发现，
职业决策自我效能、职业准备行为和专业满意度之间存在正相关关系。其次，研究发现，职业决策自我效能感
对工作准备和收集、职业咨询和职业探索具有统计学意义（p<0.05）的影响。第三，研究发现职业决策自我效
能对班级和感知满意度具有统计学意义（p<0.05）的影响。第四，研究发现职业准备行为对班级满意度有显着
影响（p<0.05）。结论: 本研究旨在探讨自我效能对职业决策对美容专业大学生职业准备行为和专业满意度的影
响。职业决策自我效能的结果对职业准备行为和专业满意度有统计学意义的影响。

关键词: 大学生，职业决策，自我效能感，职业准备，专业满意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