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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과 전공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결망 분석
- 전문대학 특성화대학생을 중심으로 강혜미1)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hoice And Major
Satisfaction
- Focusing on Specialized College Students Hae-mi Gang1)
요 약
전문대학 졸업생들에 대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회연결망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진로선택이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전문대학 특성화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1일 ~ 15일까지 15일 동안 설
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가 배포되어, 16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연구문제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과 사회
연결망의 2-mode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전문대학의 진로선택, 전공만족 등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
론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전문대학의 진로선택이 전공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향후 진로선택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진로인식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진로선택, 전공만족, 전공선택, 전공추천, 사회연결망

Abstract
There is a lack of social network research on systematic analysis of satisfaction of career choice for
career gradu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choice on major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university students specializing in junior
college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2017 to February 15, 2017.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64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Netminer 4.0 program. Regression analysis and 2-mode analysis of social network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research problem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conducted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areer of the professional undergraduate, career choice, and major satisfaction. Second,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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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hoice of professional undergraduate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was examined. An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areer choice and major satisfaction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career choice on major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areer recognition affected the satisfaction of major.
Keywords : Career Choice, Major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Major Recommendation, Social Network

1. 서론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면서 중견기술인이라는 국가·사회
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1]. 4년제 일반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기업
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기술에 대한 직업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인적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질 개연성이 크다[2]. 최근 전문대학 교육이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전문대학 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전문대학 교육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서비스 수요의 감소, 교육시장의 개방, 대학선택의 다양화, 시장원리에 입각
한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당국의 정책기조 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대학들은 실질적
인 대학개혁과 함께 생존전략을 전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3].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
족도는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이 대학생활적응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4]. 만족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은 졸업 이후 사회생활
의 삶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냄으로써 일상생활에도 만족감을 느
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전문대학의 대부분 전공은 관련 직업계열 회사 혹은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진
로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전공에 적응하여 희망
진로에 입사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업성적이나 지능이 뛰어나거나 학교 성적
이 우수한 모든 학생들이 전공에 적응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전공에 흥미를 보이는 모든 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에 영향
을 받아 전공 관련 직업계열을 희망하고, 그것들이 학생들의 전공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학년별로 지향하는 진로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것
을 파악해 낼 수 있다면 관련 직업계열의 기관을 포함한 전문대학에서 관련 전공의 교육목표를 구
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더불어 체계적인 방안까지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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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부족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논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이 전공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연결망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문
대학 졸업생의 교육방향 설정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진로선택
진로는 ‘개인이 일생동안 수행하는 일의 총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개념이 보다 다양하게 해석된
다. 영국의 교육과학부(1989)에서는 진로를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수행할 다양한 직업적 역할들

(occupational roles)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보수를 받는 직업, 자영업, 수년에 걸쳐 갖게 되
는 다양한 직업들, 실업(失業)기간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는 직업(학생, 자원봉사 활동, 부모 등)등
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일 경험으로, 일생동안 수행하
는 역할의 총제로 진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문적인 관점에 따라 진로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6].
진로의 개념들은 개인이 일생에 걸쳐 갖게 되는 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work)과 관련
되는 여러 가지의 활동과 역할들이 진로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식적
인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 학생 등의 역할은 그가 행하는 또는 앞으로 그가 행할
일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7]. 진로는 삶을 구성하는
사건의 연속으로, 청소년기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수행한 지위(보수가 수반된 지위뿐만 아
니라 그렇지 않은 지위까지 포함됨)의 연속이며,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진로는 학생, 노동자, 연금수령자로서 수행하는 역할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진로의 개념적인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8].
현대사회는 직업세계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신분이나 세습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적성을
중요시하여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직장을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기의 적성과 능
력,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한
다. 사람이 하는 일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 중에서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직업이며, 우
리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7[.
심리학자인 Maslow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리적 욕구충족이 이루어져야만 정신적으로 안
정될 수 있고 자아실현의 단계로 옮아갈 수 있다 한다. 인간에게 있어 진로선택도 이를 충족시켜
주는 1차적인 욕구인 것이다. 진로 준비단계에서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진로의 계획, 선택, 준비 등에 관한 지도ㆍ조언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
정에서 올바른 진로교육을 하여야 개인의 인력낭비를 막을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
여하게 될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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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의 요인을 일반요인과 특수요인으로 구분하고, 사회계층, 인종, 문화, 나이, 성별 등은
일반요인으로, 적성, 지능, 흥미, 직업, 명성, 가치, 요구, 자아개념 등은 특수요인으로 분류하였다

[6]. 신체적 요인, 심리 및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우연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10]. 각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 네 가지 요인과 더불어 세계관,
직업관, 자아개념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진로를 선택할 때 개인적 요인ㆍ환경적 요인ㆍ직업적요인ㆍ진학 요인ㆍ취업 요인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로결정 과정모형은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진로 준비, 진로 선택의 단계로 일
어난다고 제시하였다[11].

2.2 전공만족도
만족이란 국어사전에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흐뭇함”이라고 나와 있으며 “부족함이 없이 충분
함”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다시 말하면 만족은 특별한 면에 대하여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
는 감정이다[12]. 전공만족에 대한 평가는 인생만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데, 하나는 감정적
측면(즐거움의 수준)이고 또 하나는 인지적 측면(달성지각)이다. 전자는 개인이 자신이 소속한 학과
에 대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움 정도이고, 후자는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
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만족은 다양한 하부 구성요소를 가진 심리적 결과치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방문객의 만족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 관리정책의 형태와 관리수준,
사회 문화적 특성 등 대단히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3]. 만족도 연구의 초창기에 진
행된 연구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면서 대상의 여러 요인에 대해 각각의 만족정도를 측정해
평균값으로 만족도를 산출하였다[14]. 그러다가 만족의 개념을 개별적 속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응
답자의 심리적 측면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15]. 그들은 응답자의 만족도를 평가
할 때 ‘재이용의도’, ‘추천의도’, ‘즐거웠던 정도’ 등의 변수를 측정하여 평균한 점수로 만족도를 산
출했다. 또한 전반적 만족도 항목과 재이용의도, 추천의도 등을 만족도의 변수로 보고 3개의 변수
를 측정하여 만족정도의 기준으로 삼았다[16].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정의하였다[17].

2.3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적 연결망은 일정한 가치가 있는데, 복잡한 문제에 대한 협력적인 반응을 촉진시키고 다양
한 자원의 역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망분석은 의사소통 집단 내 단체와 개인 간
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일정한 유형의 정보교환 또는 의견 교환이 각각의 개인과 집단에 전달되
는 방식에 대한 분석기법이다. 사회 연결망 상에서 개인은 준거집단 내 사회적 영향자의 패턴을
모방하여 자신의 행동을 준거집단과 일치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이러한 연결망의 결속정도는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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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파급효과를 증가시키게 된다[18]. 연결망 이론을 통한 분석 방법은 개인과 조직 간의 관
계를 연결하는 노드(node)와 네트워크(network)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접근법,
사회적 연결의 관계와 유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연결망 분석 시 노드와 네
트워크의 특징을 보는 중심성(centrality) 측정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중심성은 한 개체가 전체 네트
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중심성 측정법은 연결 관계에 따라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이 있
다[19].
연결중심성은 각 노드에 연결된 링크 수에 따라 중심성을 측정하게 된다. 연결 중심성 측정은
절대적 중심성과 상대적 중심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수가 상이한 네트워크의 비교 측정
이 가능한 상대적 중심성이 통용된다. 연결중심성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중심노드와 연결중심성이
낮은 허브 노드로 분류한다[19]. 일반적으로 연결중심성은 개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과 집
단의 총 수와 경로의 합 중심으로 측정하면, 연결정도가 많을 수 록 높게 나타난다.
근접중심성은 개인과 관련된 네트워크 내 간접적으로 연결된 점들의 거리를 측정하여 중심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계의 최단 경로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네
트워크의 중심에 가까우며 다른 노드와의 영향성이 높다. 매개중심성은 서로 다른 2 이상의 개인
과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제3자가 중간에 교환을 매개 또는 통제하는 중개자 연결이 성립된
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과 사이에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진로선택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진로선택의 진로인식, 학습 선호, 활동참여는 전공만족도의 전공만족, 전
공선택, 전공추천와의 사회연결망적 관점에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진로선택과 진로만족도의 관계
에 대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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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서 진로선택의 진로인식, 학습 선호, 활동참여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만족은 재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증명하였듯이
만족도, 재이용의도와 추천의도는 서로 관계성 높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재이용의
도와 추천의도의 평균값을 하나의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선택이 전공만족도의 관계 영향을 사회연결망으로 규명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정책에 반영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하나로 설정하면, “진로선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3.2 변수의 측정문항
진로선택 문항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진단에 관한 측정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7][20][21][22]. 진로만족 문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족에 대한 평가에 이용한 만족요인에 대한 연
구

등을

토대로

하여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전공만족도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13][14][15][16].

3.3 조사설계
본 조사는 충남 “◌◌전문대학의 이벤트 관련 학과”에서 2017년 2월 1일 ~ 15일까지 15일 동안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가 배포되어 186부 회수 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2부를 제외하고 16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과 사회연결망
의 2-mode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164부의 유효 표본을 획득하였으며,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은 성별에서 남성 83명으로 50.6%, 여성 81명으로

49.4%로 나타났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간 수준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낮은 수준이 17.1%, 높은 수준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수준에 대해서는 중간수준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낮은 수준이 19.5%, 높은 수준이 12.8%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사전인지에 대해서는 중간수준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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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이 18.9%, 높은 수준이 9.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들은 전반적으로 가정의 생활수준, 학업성
적, 전공에 대한 사전 등이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변수
성별
학업
성적
수준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남성

83

50.6

여성

81

49.4

가정의
생활수준

상
중
하

21
111
32

12.8
67.7
19.5

전공
사전
인지

변수

빈도
(명)
4
132
28
16
117
31

내용
상
중
하
상
중
하

백분율
(%)
2.4
80.5
17.1
9.8
71.3
18.9

4.2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측정치가 정확하려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크론바하 알파계수’와 ‘검사항목 간 총점’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써 다 항목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측정척도의 구성타
당도를 검증하고 각 결정요인의 변수들을 구성개념에 따라 단순화시키기 위해 직각회전법

(varimax)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진로선택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Table 2]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career choice

요인명

측정항목
전공시간에 나오는 용어나 이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요인1 전공수업을 기다려진다.
(학습선호) 전공과목은 흥미로운 과목으로 생각한다.

요 인 아이겐 분산 신뢰
적재량
값 설명력 계수
.852
.850
.843

전공수업은 나의 적성에 맞는다.

.793

전공 관련 직업과 관계된 행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

.847

요인2 전공 관련 모임(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활동참여) 전공 관련 모임 활동은 나의 진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834

전공과 관련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

.745

내가 지향하는 직업은 보람 있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요인3
내가 지향하는 직업은 흥미로울 것이다.
(진로인식)
부모님께서는 내가 지향하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

.828

3.317 30.155

.930

3.147 28.611

.910

2.206 20.054

.785

.885
.883
.733

KMO=.873, Bartlett구형성 검정 = 1308.953, 유의확률 = .000, 총분산설명력 = 7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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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졸업생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된 진로선택과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인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직각회전법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요인 구분별로
신뢰도분석을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설문에서 응답한 진로선택
의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문항4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 내가 지향하는 직업에 유리하다.” 과 문항10 “인터넷 등으로 전공 관련 직업의 정보를 자주 수
집한다.”은 공통성이 0.594, 0.542로 낮고, 다른 요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항4와 문항10을 삭제
한 후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2]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단순화
하였다. 이들 요인을 ‘요인1(학습선호)’, ‘요인2(활동참여)’, ‘요인3(진로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 요인분석에 대한 표본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KMO(Keiser-Meyer-Olkin)의 값이 0.873로서 나
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
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1308.953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
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체설명력은 78.820%로 조사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요인1(학습선호)’, ‘요인2(활동참여)’,

‘요인3(진로인식)’의 신뢰계수는 0.930, 0.910, 0.785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높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의 전공 만족도 항목들을 신뢰도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전체적으로는 .758로 나
타났고, 문항별 제거했을 때의 α 값은 전반적 만족이 .571, 진로 재 선택이 .572로 신뢰도 분석 결
과 값이 0.6 이하로 나타났고, 추천의도는 .830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에서 신뢰도 분석결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0.7이상으로 보여, 향후 분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표 3] 전공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Table 3] Reliability of 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의 문항

평균

편차

제거했을때의 α값

나는 현재 진로 선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59

1.055

.571

나는 다시 진로를 선택하다면, 현재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3.44

1.085

.572

나의 진로를 다른 학우나 친구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3.29

.898

.830

전체 Cronbach α 값 = .758

4.3 진로선택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진로선택의 진로인식, 학
습 선호, 활동참여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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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이 전공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선택의 문항
들(진로인식, 학습선호, 활동참여)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공만족도 3문항(만족도, 재이용의도, 추천
의도)평균값을 종속변수로 놓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진로선택과 전공만족도간의 관계분석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hoice and major satisfaction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23
.249
진로인식
.642
.060
.609
학습선호
.220
.063
.269
활동참여
-.015
.063
-.018
R제곱 = .526 수정된 R 제곱 = .517 F = 59.236 유의확률 = .000
(상수)
.592
.238
.373
.085
.398
내가 지향하는 직업은 보람 있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내가 지향하는 직업은 흥미로울 것이다.
.226
.083
.243
부모님께서는 내가 지향하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
.127
.052
.159
R제곱 = .486 수정된 R 제곱 = .476 F = 51.704 유의확률 = .000
(상수)
2.324
.183
.153
.100
.211
전공과목은 흥미로운 과목으로 생각한다.
.130
.097
.177
전공수업을 기다려진다.
전공시간에 나오는 용어나 이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
-.117
.093
-.157
다.
.185
.095
.243
전공수업은 나의 적성에 맞는다.
R제곱 = .212 수정된 R 제곱 = .192 F = 51.704 유의확률 = .000
(상수)
2.590
.211
전공관련 직업과 관계된 행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079
.107
-.109
있다.
전공관련 모임(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010
.087
-.014
전공관련 모임 활동은 나의 진로에 도움을 준다고
.073
.092
.096
생각한다.
전공과 관련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267
.100
.370
있다.
R제곱 = .119 수정된 R 제곱 = .096 F = 51.704 유의확률 = .000
요인명/문항명

진로선택
→
전공만족도

전로인식
→
전공만족도

학습선호
→
전공만족도

활동참여
→
전공만족도

비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1.300
10.721
3.487
-.234

.196
.000**
.001**
.815

2.486 .014
4.411 .000**
2.704 .008**
2.443 .016*
12.708 .000
1.533 .127
1.340 .182
-1.254

.212

1.945

.054

12.282 .000
-.733

.465

-.115

.909

.792

.430

2.68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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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결과, 전공선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인식과 학습선호로 나타났다(설명력,

36.15, p=.000). 문항별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인식에서 모든
문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설명력, 51.7%, p=.000), 학습선호에서는 모든 문항이 영
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참여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
여할 의사가 있다.”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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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로선택과 전공만족도간의 사회연결망분석
[Figure 2] Social network analysis between career choice and major satisfaction

연결망 분석결과, 전공만족, 전공 재선택, 전공 추천의도와 가장 근접한 노드(node)는 진로선택1,
진로선택2, 진로선택3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노드는 전공 재선택이다. 그
외 중심에서 멀어지는 순서는 진로선택9, 진로선택11, 진로선택12, 진로선택13, 진로선택6, 진로선
택5, 진로선택8, 진로선택7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과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공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진로선택1, 진로선택2, 진로선택3, 진로선택9의 문항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연결망 분석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진로선택과 전공만족도에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선택이 전공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첫째, 전문대학의
진로선택, 전공만족 등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전문대학의 진로선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향후 진로
선택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64부로 조사하여 SPSS 통
계패키지 21.0과 Netminer 4.0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선택이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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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학습선호”로 나타났고, “활동참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선택의 진로인식이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지향하는 직업
은 보람 있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내가 지향하는 직업은 흥미로울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지향하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 모든 문항에서 나타나 진로선택의 진로의식은 학생 자신과 부
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로선택의 학습선호가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문항에서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진로선택에 있어 학습선호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진로선택의 활동참여가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로 나타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직업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결망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 전공 재 선택, 전공 추천의도와 가장 근접한 노드(node)는 ‘내가 지향하는 직업은 보람
있고, 만족스러울 것이다(진로선택1)’, ‘내가 지향하는 직업은 흥미로울 것이다.(진로선택2)’, ‘부모님
께서는 내가 지향하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진로선택3)’, ‘전공과 관련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진로선택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노드는 전공만족
도의 전공 재 선택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지만, 몇 가지 한계점과 이에 따
른 후속 연구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개의 대학의 전문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표
본 추출에 의해 제한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조사 시점에 따라 다
양한 시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과, 경
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단적 연구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횡단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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