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 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의 인과적 관계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Persistence, 
Affective Traits, Social Cognitive Factors, and Academ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진  관





- iii -



- iv -



- v -



국문 초록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의 인과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년

김 진 관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 진로만족모형에 따른 학업유

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과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학계열 대학생들로, 2012년 기준으

로 전국 4년대 대학교 공학계열 학생 수는 543,898명이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

하기 위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6개교를 선정하여 학년을 

고려하여 총 504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 학업

만족, 흥미, 학업유지, 정서적 특성과 응답자의 일반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3년 11월 13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504부 중 468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2.85%). 이 중에서 1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 응답

하지 않은 것과 이상치 응답을 포함한 40부를 제외하여, 428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유효 자료율 84.92%). 자료 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만족모형에 따른 학업유지와 정

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과의 인과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RMSEA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형만들기와 모형다듬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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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흥미에는 정서적 특성, 사회

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학업만족에는 정

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흥미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학계열 대학생

들의 학업유지에는 결과기대, 흥미, 학업만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ent et al.(2013)의 사회인지 진

로이론 흥미-만족-유지 통합모형은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발달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집단주의 문화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갖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지

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학업만족도 고려

해야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문적 흥미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흥미

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학문적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성공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이 

다양한 선행변인과 학업유지와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결과기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전공의 학업흥미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공학계열 이외의 전공의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

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및 학년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실시될 필

요가 있다. 셋째, 각 변인들의 요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변인 별 요인을 구성한 후 구조방정식

으로 모형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사회인지 진로이론, 학업유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

학번: 2012-2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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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교육은 청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명 중 약 7명의 고등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2), 

이는 OECD국가의 평균 대학진학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OECD, 2012). 1980년 교육

개혁 조치이후 대학생 수는 급증하게 되었으며(정철영, 1994), 2000년 이후 대중화된 

고등교육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증가가 야기한 개인 간 경쟁격화 및 유교문화권이 갖는 

교육에 대한 욕구와 정부의 고등교육 확대정책이 맞물려 그 현상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김안국 외, 2011). 이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졸업 이후의 자

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대

학의 전공을 선택하며(정철영, 1994),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 교사,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선택(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하기 때문에, 대학생 중 약 43.2%의 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47.1%는 학과 재선택에 대한 의사를 나타냈다(양정호, 

2005). 또한 대학 신입생들의 주된 고민은 진로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전공 적합

성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룬다(임희경, 2011). 대학생은 흥미와 전공이 일치할 때 전공

만족도 및 학과만족도가 높으며(앙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황매향, 2004; Camp & 

Chartrand, 1992; Holland, 1997; Leong, Austin, Sekaran, & Komarraju, 1998; 

Tang, Fouad, & Smith, 1999), 학업만족은 전공 관련 분야 직업에서의 유지를 보이며

(Lent et al., 2013), 희망직업과 전공이 일치할수록 효과적인 취업준비행동을 하는데(전

연진, 2008),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낮은 학업만족으로 인해 진로 발달 및 선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ent와 Brown(1994)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으로 대학생의 진로발

달 및 선택을 사회인지요인적 특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모형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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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모형은 개인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흥미는 그 분야로의 활동의 선택과 실행 및 성취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Lent와 Brown(2006, 2008)은 자신이 주장해온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만족과

의 관계를 모형으로 제시하여 사회인지요인이 개인의 진로발달 및 선택의 과정뿐만 아니

라 진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진로만족은 삶의 전반적 만족에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준다고 구명하였다. 이 모형은 안녕감을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하고, 진로심리학 측

면에서 특정한 영역으로서의 안녕감을 나타내는 열쇠로서 진로만족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미예, 조남근, 2012), 최근 심리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긍정심리학이 관

심을 두고 있는 만족의 개념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어(양은주, 2008), 사회

인지요인의 영향을 진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 만족에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Lent et al.(2013)은 흥미-만족-유지 통합모형을 제시하여, 사회인

지요인인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가 개인의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만족은 다시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자신의 흥미와 직업세계의 특성이 일치하는 

직업을 유지한다는 Holland(1959)의 이론과 개인이 직업세계에 대한 욕구의 만족과 직

업세계의 개인에 대한 직무요구가 충족될 때 개인은 직무수행을 유지하게 된다는 Dawis

와 Lofquist(2005)의 일 적응 이론, 학업유지가 전공흥미의 영향을 받는다는 Lent et 

al.의 연구(2003; 2005)를 통합시킨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만족-유지 통합모형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각 이론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되었던 개인의 진로를 더욱 통합적

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만족-유지 통합모형으로 우리나라 공

학계열 대학생들의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사회인지 

이론에 근거한 많은 연구들이 이공계열(STEM Field)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되었기 때

문에(Lent & Sheu, 2010)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진로는 사회경제적 상황 및 문화와 밀접히 

관련이 있어 미국에서 제안된 진로이론을 우리나라 사람의 진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시아권의 사람들이 서구권의 사람들에 비해 진로결정, 직업선택 등에 흥

미보다는 가족의 지지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Tang, Fouad, & 

Smith, 1999; Leong, & Serafica, 1995), 개인 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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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고려하여 개인의 진로를 설명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으로(김영혜, 안현의, 2012) 

개인의 진로를 설명하는 것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설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만족-유지 통합모형을 

적용한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지요인 및 개인

적 ․환경적 변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중도탈락 및 전공-흥미 불

일치 등에 관한 제반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인지 진

로이론 선택모형에 집중되었던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적 진로발달연구(김

영혜, 안현의, 2012)에서 만족모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은 대학생의 진로 발달 및 

선택의 과정을 넘어서 만족 및 유지행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

인, 학업만족과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과의 

인과모형을 구명한다. 

둘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사회인지요인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사회인지요인이 학업만족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및 학업만족이 학업유지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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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연구목표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과의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1.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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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5.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은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공학계열 대학생

공학계열이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상 공학계로 분류되는 전공학과

를 말하며, 세부전공으로는 건축, 토목, 도시공학, 교통, 운송,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컴

퓨터, 통신, 정밀, 에너지, 소재, 재료, 화공, 산업공학 등이 있다. 공학계열 대학생은 공학

계에 속한 전공을 주 전공으로 하는 4년제 대학생을 의미한다. 

나. 학업유지

학업유지(academic persistence)란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유지의향, 의도를 의미하며, Lent et al.(2003)이 개발하고, 김영은(2009)가 번안

한 측정도구를 수정한 학업유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다. 정서적 특성

정서적 특성(affective traits)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

미하며, 상황적 정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질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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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Clark, &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이 한국

판으로 타당화한 정적 정서 척도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라. 사회인지요인

사회인지요인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을 뜻하며 각각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

Bandura(198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정해진 수행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활동

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서 탁월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자신의 전공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대처효능감을 의미하며 Lent et al.(2013)가 사용하고 김민선

(2008)과 김영은(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수를 말한다. 

2) 결과기대

Lent & Sheu(2010)에 의하면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수행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서 학위를 받고 난 후에 

대한 내․외재적 결과에 대한 기대 및 신념을 의미하며, Lent et al.(2013)가 사용하고 김

민선(2008)과 김영은(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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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흥미

Lent et al.(2013)은 흥미를 학업이나 직업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정 활동에 대

해 개인이 좋아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Lent et 

al.(2013)가 사용하고 김민선(2008)과 김영은(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environmental supports)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

다(Cohen & Hoberman, 1983). 이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

로 학업과 진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타인들로부터 인정, 격려와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

하며, Lent et al.(2013)가 사용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마. 학업만족

학업만족(academic satisfaction)은 개인의 전공 관련 학업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즐거

움을 학업만족으로 정의되며(Lent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대학생의 전공 

관련 학업 상황에서의 전반인 즐거움을 학업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 Lent, Singley et 

al.(2005)이 개발하고 Lent et al.(2013)이 사용한 도구를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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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발달

Ginzberg et al.(1951)은 진로를 발달적 측면에서 바라본 1세대 진로학자로서 진로는 

일시적인 단회의 사건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들은 직업선택과정을 환상기(6~10세), 잠정기(11~17세), 현실기(18~22세)로 

구분하여 대학생 시기인 현실기를 흥미, 능력, 가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과 같은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고 타협하여 결정이 도달하는 단계라

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실기는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인 탐색기와, 직업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관련

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단계인 구체화기, 자신의 진로결정을 보다 구체화

하고 더욱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특수화기로 구분된다. 

Ginzberg et al.(1951)의 이론이 개인의 직업선택과정을 아동기에서 20대 초반까지의 

국한적인 과정으로 보았으나, Super(1953)는 개인의 전 인생을 포괄하는 이론을 정립하

며 개인의 진로발달을 전 생애에 걸친 진로에 관한 자기개념의 발달이라고 보았다. 자기

개념의 발달은 시간의 흐름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바뀌는데 이러한 발달 단계는 성장기

(출생~13세), 탐색기(14세~24세), 확립기(25세~45세), 유지기(45세-65세), 쇠퇴기

(65세 이상)로 구분된다. 대학생이 포함되는 시기인 탐색기는 다시 세부적으로 결정화기

(14세~18세), 구체화기(18세~21세), 실행기(21세~24세)로 나누어지며, 대학생은 구체

화기와 실행기에 해당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구체화기에 개인은 결정화기에서 점차로 

도드라져서 나타난 직업적 선호들 중에서 특정한 직업 선호로 구체화해야 하므로, 진로선

택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의 습득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실행기에는 구체화기에서 의

사결정하여 선택한 직업을 향하여 몰입하는 시기인데, 바로 직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거

나 직업을 가지지 위해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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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deman & O'Hara(1963)는 진로발달을 분화와 통합을 통해 직업 자아정체감을 형

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직업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 또는 

생각으로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성숙된다고 보았다. 의사결정의 과정을 탐

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적응, 개혁, 통합의 단계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전 

생애에 걸쳐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거치게 되는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직업발달의 단계를 몇 개로 구분하고 각 단

계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Super이론과 유사하지만, Super가 각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을 고정시킨 반면, 이들은 진로발달 단계는 연령과 관계없이 진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일생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발달단계 특징

Ginzberg 
et al.(1951)

환상기
(fantasy phase)

현실적 장애를 고려치 않고, 자신의 욕구와 충족을 
직업선택으로 동일시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잠정기
(tentative 
phase)

흥미기 
(interest)

흥미에 입각하여 직업을 선택

능력기
 (ability)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의 성공능력 유무를 확인
다양한 직업과 직업 간의 보수차, 요구되는 훈련 
및 교육 유형의 차이를 인식

가치기 
(value)

직업선택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을 인정
특수한 직업선호를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목표에 
비추어 평가

현실기
(realistic phase)

탐색기 
(exploration)

직업선택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

결정화기 
(crystallization)

직업목표수립, 자신의 내적/외적 요인 종합

구체화기 
(specification)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

(표 계속)

<표 Ⅱ-1> 대학생 시기의 진로특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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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발달단계 특징

Super(1953)

성장기
(growth stage)

환상기
(fantasy)

직업적 환상을 가지고 호기심을 통해 그들이 속한 
환경을 탐색

흥미기
(interest)

관심 직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일의 세계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는 한층 깊어짐.

능력기
(capacity)

관심 직업의 현실적인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축적하면서 직업 성공의 요건으로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탐색기
(exploration 

stage)

결정화
(crystallizing)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쌓인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진로에 대한 선호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

구체화
(specifying)

결정화기에서 점차로 도드라져서 나타난 몇 가지 
직업적 선호들 중에서 특정한(specific) 직업 선호로 
구체화 되는 시기

실행
(implementing)

선택한 특정 직업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
특정한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향하여 몰입함

확립기
(establishment 

stage)

정착
(stabilizing)

조직문화에 적응하고 일과 관련된 의무들을 조직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여 자신의 직업지위를 
안정화 함

공고화
(solidating)

일과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와 작업습관을 형성하고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자기정체감을 공고히 하게 됨

발전
(advancing)

직업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장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직업적 책임감을 발전시킴

유지기
(maintenance 

stage)

보유
(holding)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을 계속 유지해 감
지속적으로 승진해 감

갱신
(updating)

지금까지 익숙했던 직업 관련 기술과 지식을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

혁신
(innovating)

이전에 과제를 수행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시도해 
보고, 이전과는 다른 종류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고,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를 발견해 냄

쇠퇴기
(disengagement 

stage)

쇠퇴
(deceleration)

지금까지 수행했던 일의 속도를 줄이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은퇴 이후의 삶에 만족하는 것

은퇴계획
(retirement planning)

은퇴생활
(retirement living)

Tiedeman& 
O'Hara(1963)

예상기
(anticipation)

탐색기
진로목표 설정, 대안탐색,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에 대한 예비 평가

구체화기 구체적인 진로 준비
선택기 구체적인 의사결정

명료화기 결정을 신중히 분석․검토 후 결론을 내림
실행기

(implementatio
n)

순응기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
개혁기 인정을 받은 후에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
통합기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타협․통합

주)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특성은 음영으로 표시

<표 Ⅱ-1> 표 계속



- 12 -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상의 특징은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

로를 구체화하여 선택한 직업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실

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인지 진로이론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을 직업심리학에 적용하여, 직업 흥미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진로선택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 성과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직업에 만족하게 되는지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진로 발달과 진로의

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 하에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세 가지 사회인

지기제들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주창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면서 

전통적 진로이론들을 통합하고자(김지현, 2010), Bandura(1986)가 사회인지 진로이론

에서 제안한 개념들 외에도 흥미, 개인요인, 환경요인, 진로만족, 삶의 전반적 만족 등과

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이 개인의 진로발달 및 선택에 있어 개인의 특성과 환경 간

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설명하였으나,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이라는 사회인지 

개념을 도입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이라는 인지적 측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김봉환 외, 2010). 또한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배경

을 배제한 채 개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 

발달 및 선택에 있어서 환경적 배경 및 인종․민족적 특성을 강조하여, 환경적 배경에 따

라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학습경험이 진로 행동에 미치는 것을 매개하는 특별한 인지적 중재요인에, 흥

미, 능력, 가치가 상호 연관되는 방식에,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이 진로 결과(career 

outcomes)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관심을 둔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Hackett & Betz(1981)가 여성의 진로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도입하며 1981년 처음 소개하였고, 1994년에 이



- 13 -

론모형(Lent, Brown, & Hackett, 1994)이 제안되었으며, 1996년에는 진로상담에 까지 

확장되었고(Lent & Brown, 1996), 2006년과 2008년에는 만족모형을 추가하여 진로관

련 타 이론들과의 통합을 시도하였다(Lent & Brown, 2006, 2008). 

가. 사회인지요인

1) 자기효능감

개인의 과업 수행은 개인의 능력 보유 수준에도 영향을 받지만,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

음, 즉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정해진 수행을 해내기 위해 필요

한 활동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Bandura, 

1986:391)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능력과 다를 수 있어서, 실제 

능력과 수행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Hackett & Betz, 1981; Lent, 

Brown, & Larkin, 1981), 개인의 행동선택, 수행, 행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 1977, 1997).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 같이 개인의 통합적․전체적인 특성을 갖지 않고 특정한 분야 

및 활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Lent, 2013). 예를 들어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학문제를 푸는 것에는 자신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효능

감은 모든 분야에서 같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

의 4가지 근원에 의해서 형성되고 수정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의 형성에는 개

인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와 함께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또한 개인이 과업을 수행하는 환경에도 영향을 받으며, 미래의 성공경험에 따

라 자기효능감은 수정될 수 있다(Le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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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공경험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성공경험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의미한다. 반복되는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반복되는 실패경험은 자기효능

감을 감소시킨다. 특히 특정 활동에 대한 첫 번째 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자기효

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Lent, 2013). 이것은 효능감이 확고히 서기 전에 실패를 

경험할 때 더욱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강한 노력에 의해 간헐적인 실패가 극

복되면 오히려 자기 동기화된 지속성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장애도 극복

했다는 경험을 갖게 되어 오히려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성공적인 수행을 했다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행에서의 실

패가 반드시 자기효능감의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수행의 성공 

및 실패 여부보다는 개인이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달려있다(Bandura, 1997). 따라서 같은 수준의 수행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개인이 상황

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중시하는지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영

향을 전혀 받지 않기도 하며, 또는 저하시킬 수도 있다(Bandura, 1982)

나) 대리경험

대리경험은 다른 사람의 수행을 관찰하고 그들의 수행과 자신의 수행을 비교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과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성공적인 수행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급 내 친구나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는 동료 등의 수행과 자신의 수행을 비교하여, 자신의 수행이 타인보다 높으면 효능

감이 증가되지만, 타인보다 낮으면 효능감이 감소된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

다고 인식되는 사람이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면 자신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지만, 그 사람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실패하는 것을 관찰하면 자기효능감이 약화된다(Brown & Inouye,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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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숙련성,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 연령, 인종 등의 모델의 

특성, 모델과의 유사성, 다양한 모델, 모델이 사용한 전략 등이 있다.  모델과 자신 사이

에 유사성이 클수록 모델의 성공과 실패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Bandura, 1997).

대리경험의 주변의 친구와 동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고, 또한 영화, 텔레

비전과 같은 다른 시각적 미디어에 의해서일 수도 있다(Bandura, 1997). 이러한 대리경

험은 비 성공적인 노력에 의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성공경험보

다는 약한 효과를 미친다.

다) 언어적 설득

언어적 설득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다른 사람들이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으로 인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서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킨다. 언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

은 사람들과 자기효능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언어적 설득은 암시나 권고 등 직접적 방법

인 자기지시 방법과 잘못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해석적 

처치 방법이 있고, 설득의 효과는 설득자의 지위, 신용, 전문적 지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타당할 때 설득이 효과적이며, 개인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부터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라) 생리적․정서적 상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되거나 괴로운 상황에서 생리적 활성화과 되고, 기능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인다. 이 상황은 높은 각성 상태가 되어 수행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높은 각성상태 보다 사람들은 긴장이 없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혐오스러운 각

성이 없을 때보다 더 성공적인 수행을 보인다.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판단할 때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의해 전달되는 신체적 정보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신체적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 부정적 정서의 경향은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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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피곤, 통증, 지구력의 쇠퇴 등이 신체적 상태에 포함된다. 생리적․정서적 상태 자

체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정보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친다. 

2) 결과기대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수행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Lent & Sheu, 2010: 

693)”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내가 이 과업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의미한다면, 결과기대는 “내가 이 과업을 수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까?”에 대한 대답을 의미한다. 이는 Vroom(1964)의 선호․기대이론에서에서 개인의 기

대를 개인이 기대하는 성공의 수준과 성공을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구분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Bandura(1996)는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

을 것 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그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Bandura, 

1996: 132)”이라고 주장하였다. Mitchell & Krumboltz(1984)도 여러 진로 대안을 비

교할 때 각 대안으로 결정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진로상담 기법에서 개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결과기대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Bandura(1986)는 결과기대를 물리적 기대(재정적 보수), 사회적 기대(칭찬), 자기평

가(자기만족)로 구분하였으며, Lent et al.(2013)은 결과기대를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

적 결과기대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결과기대는 Bandura(1986)의 자기 평가와 유사한 개

념이며, 외재적 결과기대는 사회적 기대와 물리적 기대를 포함한 개념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의 근원, 자기효능감, 능력 

및 과거의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흥미에 직접적으로 목표, 학업적․직업적 

만족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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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목표는 “어떤 특정한 활동에 열중하거나 어떤 미래의 결과를 이루겠다는 것에 대한 

결심(Bandura, 1986)”으로 정의된다. 목표는 자기조절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개인은 환경과 과거의 역사라는 결정요인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

정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고 이끌어 가고, 외적인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 행동

을 지속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여간다. 진로계획, 의사결정, 진로 포부, 진

로선택 등이 모두 목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건남(2009)은 목표를 “특정 활동에 참가하거나 혹은 특정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재정의 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1994)은 목표를 선택 목표(choice 

goal, 선택내용목표)와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로 구분한다. 선택목표는 개인이 어

떤 종류의 활동이나 경력을 선택할 것인가를 의미하고, 수행목표는 개인이 주어진 과업 

및 영역 안에서 성취를 희망하는 수행의 수준이나 질을 의미한다. Lent et al.(1994)의 

사회인지 선택모형에서의 목표는 선택목표를 의미하고, 수행모형에서의 목표는 수행목표

를 의미하여 각 모형에서 사용된 목표의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다. 

Lent et al.(2003)은 그들의 연구에서 선택 행동(choice action)을 개인의 목표(goal)

를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선택 목표(choice goal)와는 다른 개념

으로 구분하였고, 선택 행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유지(persistence)와 선택 안정성

(choice stability)을 사용하였다. 선택 안정성(choice stability)이란 초기 선택을 유지하

기로 하는 선택 그 자체와 유지할 기간의 선택을 의미한다. Lent et al.(2003)은 동시에 

유지를 학업적 성과(academic performance)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유지

는 선택모형과 수행모형에 모두 연관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Lent et al. 2013).

김영은(2009)과 이건남(2009)은 선택 목표의 개념이 진로 및 적성에 대한 선택과 유

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서, 우리나라 대학교 2, 3, 4학년학생들과 전문계 고등학교 학

생들은 전공이 이미 선택 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목표는 전공 선택보다 전공 유지의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전공선택목표를 전공선택유지로(김영은, 2009), 

전공선택을 전공유지로(이건남, 2009)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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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업유지(academic persistence)를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유지의향, 의도로 정의하였다. 

4) 흥미

흥미에 관한 개념 및 정의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흥미의 개념은 일반흥미와 직업흥미의 개념으로 구분된

다. Herbart와 Dewey로 대표되는 교육․발달 심리학자들은 흥미를 “객관적 대상에 대한 

주관적 태도, 또는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태도와의 관계(Dewey, 1987: 198)”라고 정

의하였다. 반면, Strong과 Holland 같은 직업심리학자들은 특정 직종에 호의적․수용적 관

심 및 태도의 의미로 흥미를 개념화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서 흥미

가 체계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Schiefele(1974)가 흥미를 특정한 주제 교과영역 혹

은 활동 등에 대한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선호경향성으로 정의하면서 비롯되었다

(김민선, 2008). 

한편,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여러 선행연구들(Lent et al., 2003;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8; Lent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흥미를 이공계열에 포함된 현재의 

전공에 대한 흥미로 정의하면서 흥미를 학업이나 직업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정 활

동에 대해 개인이 좋아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Schiefele(1991)가 특정한 주제, 

과업 및 활동에 대한 원동력으로서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감정적․가치적 유인성으로 정

의한 학문적 흥미(academic interest)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흥미와 학업적․직업적 흥미의 개념을 종합하여, 흥미를 공학계열 대학생

이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태도로 정의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전공에 흥미가 있다고 할 때, 개인은 만족하게 되고 전공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인지진로 통합모형이 등

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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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개인에게 경험되는 환경(직장에서 주는 지지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조건 등)은 진로만

족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떤 환경은 개인의 목표 추구를 특별히 성장시키거나 

방해하고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ent & Brown, 2008). Lent와 

Brown(2008)은 개인의 주요한 목표를 위한 사회적 지지나 물질적 지지와 같은 목표와 

관련된 지지나 자원이 진로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표와 관련된 지지와 장애는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목표 추구와 

수행을 돕거나 방해함으로써 진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델링, 격려, 

그리고 피드백 행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진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목표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

(Lent & Brown, 2008).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모형을 예측하였다. 사회적 지

지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Blustein, 1997), 특

히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Dubois, et al., 1994).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강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로를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다

(Brown & Krane, 2000).

나. 정서적 특성

정서적 특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며, 상황적 정

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질을 의미한다. 

정서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의 지각이나 환경적 요인들의 평가와 같은 인지적 과정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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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데, 정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과정들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보고되

어 왔다(양은주, 2008).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 특질은 진로만족과 정적 관련이 있고, 

부정적 정서 특질은 진로만족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unsbuy et al., 

2007; Lounsbury et al., 2008). 정서적 특성의 요인들에 따라 진로만족에 다르게 영향

을 미치는 연구들(Lounsbury et al., 2004; Williamson et al., 2005)도 있다. 그러나 

Crossley와 Stanton(2005)의 부정적 정서와 진로연구의 관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

적 정서가 진로만족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라는 특성이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나 목표추구행동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특정한 상황에서

는 목표를 낮추어 재조정하게 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정서적 특성이 가지는 영향력은 그 경로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도 있다(양은주, 2008). 본 연구에서 정서적 특성은 생활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최근 연구들은 정서적 특성과 진로만족, 직업만족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왔다. Judge, 

Heller, 및 Mount(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향성과 신경증이 직업만족의 예측 변

인으로 보고되었고, 직업만족은 정서적 특성에 의해 17% 설명되었다. Lounsbury et 

al.(2003)은 진로 이행기에 있는 사람들 5,93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 요인의 정서적 특

성(정서적 탄력, 낙관성 등)이 진로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중 낙관성 요인

은 진로만족을 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특성을 학업만족

을 예측하는 주관적 안녕 모형을 설정하여, 정서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 학업만족

일반적으로 직업 만족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료, 일 자체, 급여, 승진 기회, 

훈련, 발달 기회 등을 포함한 직업적 측면과 관련된 만족(Lounsbury et al., 2004; 

Judge et al., 1995; Williamson, Pemberton 및 Lounsbury, 2005; Richardson, 

2009) 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Lent와 Brown(2008)은 대학생의 직업만족(work 

satisfaction)을 측정하면서, 대학생은 학업이 곧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만족과 학업만족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학교나 직업 환경을 선호하거나 행복해하는 것으로 정의



- 21 -

하였다(Lent, 2013). 이에 따라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Holland(1997)과 

Dawis(2005)의 이론을 연결하며 직업 만족(work satisfaction)과 학업 만족(academic 

satisfaction)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인지 진로이론 만족모형 관련 연구에서는 Lent가 사용해

왔던 개념과는 달리 진로만족 및 전공만족의 개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미예, 조남

근(2011; 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만족(career satisfaction)을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

하고 진행한 것에 대한 긍정적 정서 상태로 정의하였고, 이정애(2013)의 연구에서는 만

족을 진로만족과 전공만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만족을 개인의 전공 관련 학업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즐거움

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가치롭게 여기는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목표 달성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업수행과 목표 성취에 강한 자기효능감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키고 목표추구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만족

하게 된다(Lent, 2013). 이러한 만족은 개인의 성격(긍정정서 및 부정정서)과 직업 환경

의 영향을 받는다. 

3. 사회인지 진로이론 모형

Lent et al.(1994)은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흥미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의 세 가

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각 모형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가정과 구조적 모형이 

검증되었고, 지금은 그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김봉환 외, 2013). 

가. 흥미모형

흥미발달모형은 직업적 흥미나 학업적 흥미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접적으

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즉, 개인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해당 과업을 성취하면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강화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길 때 강한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다. 반대

로, 자기효능감이 낮고 결과기대가 낮은 활동에서는 흥미를 발달시키기 어렵다.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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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및 결과기대는 다시 흥미와 함께 활동 의도 및 목표, 활동 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

며 궁극적으로 실행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행 결과는 다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높이거나 저하시키고, 다시 흥미에 영향을 준다. 

Holland(1997)는 흥미와 같은 개인 특성을 유전, 가족 및 친구,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생각하지만,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흥미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

해 직접적으로 발달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인의 삶의 중요한 전환

기나 사회 환경의 변환기에서 개인이 새로운 경험과 기술에 노출될 때 흥미의 변화가 생

길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보다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흥미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김봉환 외, 2010). 이뿐 아니라 개인의 적성, 능력, 가치도 흥미를 발달

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성, 

능력이 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가치는 기대효과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결과기대를 특정한 일의 조건에서 사람들의 수행과 보상(지위, 금

전 등), 일에 대한 가치, 현재의 일에서 얻는 보상범위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의 조합으로 

개념화 하였다(Lent, & Brown, 2002). 

[그림 Ⅱ-2]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발달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t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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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모형

선택모형은 진로 흥미발달이 진로 및 학업과 관련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

고 있다. 선택모형은 기본적으로 흥미발달모형에서 활동의 의도/ 목표와 활동의 선택 및 

실행이 구체적인 진로 및 학업관련 목표의 선택, 선택의 실행, 수행에 의한 성취로 나뉘

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진로관련 선택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모형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개인변인과 환

경변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각 개인은 직접학습과 대리학습을 통해 특정 영역의 경험에 대한 차별적 강화와 처벌

을 경험한다. 차별적 강화와 처벌의 반복은 개인의 특정 영역에 대한 경험을 누적시키거

나 포기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 특정 영역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형성한다. 개인이 특정영역에서의 기술에 자

신감을 가지며, 그 영역에서 성취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강화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이것은 특정 영역과 관련된 진로흥미의 발달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정 영역에 대해 향상된 흥미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는 해당 영역의 활동에 계속 참

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증가시키고 활동의 내용도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 지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된다. 이렇게 자신이 세운 목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에 옮긴 개인은 자신의 

수행에 따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진로흥미가 진로목표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개인

의 흥미 영역이 진로 목표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인지 진로이

론은 이 이유를 근접맥락변인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변인은 크게 가족, 친

구, 경제적 상황과 같은 근접백락(proximal context)변인과 제도화된 인종차별, 거시적 

경제조건과 같은 배경맥락(societal context)변인으로 나누어 개념화 된다(Lent, Brown, 

& Hackett, 1998). 근접맥락변인들은 개인의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가족, 

사회, 문화에 의해 사회적 기능을 익히고 역할을 내면화 할 때 스며들어 자기효능감과 결

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직업적 흥미를 형성한다. 이에 비해 배경맥락변인

은 비교적 진로선택의 시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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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사회인지 진로이론 선택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t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93.

다. 수행모형

수행모형은 개인이 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이고, 어떤 정도 수준

의 수행을 해낼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능력 및 과거 수행, 자기효능

감, 결과기대, 목표라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과거 수행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수행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수행수준으로 

이끈다. 

수행모형에서의 목표는 선택모형에서의 목표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선택모형에서의 

목표란 ‘무엇(내용)’을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수행모형에서의 목표는 ‘얼마나 

잘(수준)’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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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수준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수행수준 목표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하위목표들이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 있을 때 높은 수준의 수행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수행모형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능력 및 과거 수행, 자기효능감의 

형성에는 개인에게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사의 수준 등 환경맥락변인들의 역할이 크다

는 것을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인정하고 있다. 

[그림 Ⅱ-4] 사회인지 진로이론 수행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t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99.

라.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주요요소

인 삶의 만족(overall life satisfaction)과 진로만족(work satisfaction)을 포함시켜 사

회인지 요인이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심리학계에서는 인간

의 보다 기능적이 건강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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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긍정심리학적 접근을 진로이론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

나로서 Lent와 Brown(2008)은 사회인지 진로이론 만족모형을 제시하였다(양은주, 

2008). 

환경적 지지, 자원, 장벽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진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목표지향행동에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지향행동이 진로만족, 정서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

로만족과 삶의 만족 간에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격/정서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 자

원, 장벽, 자기효능감, 진로만족, 정서적 특성,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

정하였다. 

만족모형이 교육 및 상담에 주는 의의는 개인의 잠재적으로 유연한 특성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목표를 활용하여 개인의 만족을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인 

지지적인 개인지도(supportive supervision)와 멘토링을 활용하여 개인이 만족할 수 있

도록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Lent, 2013).  

[그림 Ⅱ-5] 사회인지 진로이론 만족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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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인지 진로이론 관련 선행연구

가. 정서적 특성과 사회인지요인 간의 관계

정서적 특성과 사회인지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정서적 특성이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

를 갖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 및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

었다. 그러나 결과기대가 흥미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들 간에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

났는데, 양난미(2005), 이혜진(2007), 김민선(2008)의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반면, 국외에서 Lent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들(Lent et al., 2003;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8; Lent et al., 2013)에서는 정서적 특성이 사회적 지지 및 자

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및 결과

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

향은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가 흥미에 

미치는 영향은 Lent et al.(2003), Lent et al.(2005), Lent et al.(2013)에서는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나, Len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서적 특성이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가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연

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이러한 차이에 대해 향후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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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정서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 ↓ ↓ ↓ ↓ ↓ ↓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결과
기대

흥미 흥미

양난미 
(2005)

대학생 - - ○ - ○ ○ ●
이혜진 
(2007)

대학생 - - - - - ○ ●
김민선 
(2008)

공학계열 
대학생 - - ○ - ○ ○ ●

김영은 
(2009)

이공계열 
대학생 - - ○ ○ ○ ○ ○

정미예, 
조남근
(2011)

대학생 - - ○ ○ ○ - -

정미예, 
조남근 
(2012)

대학생 ○ - - ○ - - -

Lent et al. 
(2003)

공학전공 
대학생 - - ○ ○ ○ ○ ○

Lent et al. 
(2005)

공학전공 
대학생 - - ○ ○ ○ ○ ○

Lent et al. 
(2007)

공학전공 
대학생 - - ○ ○ ○ - -

Lent et al. 
(2008)

컴퓨터 
관련과목 

수강 
대학생

- - ○ ○ ○ ● ●

Lent et al. 
(2013)

공학전공 
대학생 ○ ○ ○ ○ ○ ○ ○

주) ○: 정적인 관계가 유의미함, ●:정적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음, -:해당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음

<표 Ⅱ-2>  정서적 특성과 사회인지요인 간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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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적 특성 및 사회인지요인과 학업만족 간의 관계 

정서적 특성 및 사회인지요인과 학업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학업만족을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정미예, 조남근

(2011)의 연구와 정미예, 조남근(2012)의 연구에서는 만족을 진로만족으로 정의하여 측

정하였으며, 이정애(2013)의 연구에서는 만족을 진로만족과 전공만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정미예, 조남근(2011)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특성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정미예, 조남근(2011; 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

지가 진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진로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미예, 조남근(2011)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이정애(2013)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기대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세 연구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흥미가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국외에서 Lent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들(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 Lent et al., 2013)에서는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Lent et al.(2005; 2007)의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Lent et al.(2013)

의 연구에서는 결과기대를 측정하면서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를 모두 포함

하여 측정하여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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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 ↓ ↓ ↓ ↓
학업만족 학업만족 학업만족 학업만족 학업만족

정미예, 
조남근
(2011)

대학생 - ○ ● ○ -

정미예, 
조남근 
(2012)

대학생 ● ○ - ○ -

이정애 
(2013)

대학생 - - ○ ○ -

Lent et al. 
(2005)

공학전공 
대학생 ○ ○ ○ ● -

Lent et al. 
(2007)

공학전공 
대학생 - ○ ○ ● -

Lent et al. 
(2013)

공학전공 
대학생 ○ ○ ○ ○ ○

주) ○: 정적인 관계가 유의미함, ●:정적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음, -:해당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음

<표 Ⅱ-3>  정서적 특성 및 사회인지요인과 학업만족 간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 종합

다.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및 학업만족과 학업유지 간의 관계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김영은(2009)의 연구가 유일하게 수행되었는데,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

기대 및 흥미가 학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에서 Lent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들(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8; Lent et al., 2013)에서는 연구결과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학업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Lent et al.(2005)과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

지 않게 나타났으나, Len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학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Lent et al.(2005)과 Lent et al.(2013)의 연구에

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Len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

다. 결과기대가 학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Lent et al.(2005)과 Lent et al.(2008)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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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반면 흥미가 학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Lent et al.(2005)과 Lent et al.(2008)

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

게 나타났다. 학업만족이 학업유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Lent et al.(2013)의 연

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자 대상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학업만족

↓ ↓ ↓ ↓ ↓
학업유지 학업유지 학업유지 학업유지 학업유지

김영은 
(2009)

이공계열 
대학생 ○ ○ ● ● -

Lent et al. 
(2005)

공학전공 
대학생 ● ○ ● ○ -

Lent et al. 
(2008)

컴퓨터 
관련과목 

수강 
대학생

○ ● ● ○ -

Lent et al. 
(2013)

공학전공 
대학생 ● ○ ○ ● ○

주) ○: 정적인 관계가 유의미함, ●:정적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음, -:해당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음

<표 Ⅱ-4>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및 학업만족과 학업유지 간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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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지 진로만족모형에 따른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학업

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지요인들과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분

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사회적 지지, 정서적 특성, 학업만족, 

학업유지이며, 학업유지와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Ⅲ-1]

과 같은 가설적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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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학계열 대학생이다. 2012

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89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전국 4년대 대학교 공학계열 

학생 수는 543,898명이다. 지역별로 학교 수와 공학계열 학생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

음 <표 Ⅲ-1>과 같다. 수도권 학교(서울, 인천, 경기)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96,537

명이며, 비수도권 학교(서울 ,인천, 경기 외 시도)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347,361명이다. 

구분 학교 수 공학계열 학생 수

수도권

서울 38

70

113,374 
196,537

(36.1%)
인천 3 19,652 

경기 29 63,511 

비수도권

부산 12

119

62,355 

347,361

(63.9%)

대구 3 14,174 

광주 10 20,228 

대전 11 27,220 

울산 2 9,642 

강원 8 26,025 

충북 10 22,349 

충남 14 48,951 

전북 9 24,008 

전남 10 14,774 

경북 20 51,343 

경남 8 23,348 

제주 2 2,944 

합계 189 543,89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서비스. Retrieved from http://cesi.kedi.re.kr. 재구성

<표 Ⅲ-1> 2012년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학교 수 및 공학계열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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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샘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학계열 대학생의 진

로관련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수도권/비수도권), 학년에 따라 모집

단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통계 기법인 경로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

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정법과 모형적합도의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설정해야 한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개로 받아들여지고 있

으며, 모델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는 200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50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경우 모델에 관계없이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500개 이하의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200개 이상 500개 이하의 표본이 필요하나, 회수율 및 무응답 자

료와 표집방법을 고려하여 전체표본의 크기를 504명으로 설정하였다. 

전국의 4년제 대학교의 공학계열 대학생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비율이 약 3:6이므로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6개교를 선정하여 군집표집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504명

이므로 각 학교당 56명씩 표집을 실시하는데, 학년을 고려하여 각 학년 당 14명씩 표집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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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유층화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 과정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만족모형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학업유지에 영향을 주

는 사회인지요인들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표 Ⅲ-3>과 같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

다. 조사도구는 Lent et al.(2013)이 사용하였던 조사도구의 사용에 대해 조사도구의 대

표 개발자인 R. W. Lent의 허락을 받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

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공교수 2명, 공학계열 진로지도 관련 교수 1명, 공학계열 박사과

정 1명에게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조사대상에게 

익숙한 용어로 번역되었는지 검토 받았다. 또한 2013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에 

걸친 예비조사에서 공학계열 대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

도를 검증하였다. 모든 문항이 신뢰롭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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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는 크게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사회적 지지, 정서적 특성, 진로만족, 학

업유지의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는 질문지 형식이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4 Ⅰ- 1~4

대처효능감 8 Ⅱ- 1~8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7 Ⅲ- 1~7

외재적 결과기대 5 Ⅲ- 8~12

사회적 지지 7 Ⅳ- 1~7

학업만족 6 Ⅴ- 1~6

흥미 6 Ⅵ- 1~6

학업유지 4 Ⅶ- 1~4

정서적 특성 10 Ⅷ- 1~10

총 문항 수 57 -

<표 Ⅲ-2> 조사도구와 해당 문항 수 및 문항번호

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민선(2008)과 김영은

(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문항의 구성은 

‘전공 기초 과학과목들(수학, 물리학, 화학 등)에서 B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를 포

함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efficacy)의 4문항과 ‘전공 교수님 또는 지도 교

수님의 지원(수업시간 이외의 면담 등)이 부족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를 포함하는 

대처효능감(coping efficacy)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ent et al.(2013)은 김민선

(2008)과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대처효능감 측정도구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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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나의 능력에 때때로 의심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문항을 추가하

여 본 연구에서도 해당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10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나 김영은(2009)이 10점 척

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 것과 같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값이 Lent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91로, 김민선의 연구

에서는 대처효능감 문항이 .83으로,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85로,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88, 대처효능감이 .89로 나타났다. 이 연

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7로, 본 조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변인
Lent et al. 

(2005)
김민선 
(2008)

김영은 
(2009)

Lent et al. 
(2013)

예비조사
(n=56)

본 조사
(n=428)

자기효능감 .91
대처효능감:

.83
.85

학업적 
자기효능감: 

.88
대처효능감: 

.89

.87 .85

<표 Ⅲ-3> 자기효능감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나. 결과기대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민선(2008)과 김영은

(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결과기대의 문항의 구성은 ‘현

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를 포함하는 내

재적 결과기대(intrinsic outcome expectations)의 7문항과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

를 취득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 받을 것이다.’를 포함하는 외재적 결과기대

(extrinsic outcome expectations)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ent et al.(2013)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결과기대 측정도구가 공학관련 결과기대를 측

정하기에 제한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하여 Work Importance Profile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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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2002)에 근거한 

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MIQ)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자기효능감 조사도구와 마찬가지로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10점 척도가 사

용되었으나 김영은(2009)이 10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 것과 같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 값이 Len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92로, 김민선

(2008)의 연구에서는 .91로,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86으로, Lent et al.(2013)

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결과기대가 .93, 외재적 결과기대가 .85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

비조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변인
Lent et al. 

(2008)
김민선 
(2008)

김영은 
(2009)

Lent et al. 
(2013)

예비조사
(n=56)

본 조사
(n=428)

결과기대 .92 .91 .85

내재적 
결과기대:

.93
외재적 

결과기대: 
.85

.92 .90

<표 Ⅲ-4> 결과기대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

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은 ‘지금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를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

은(2009)과 Lent et al.(2013)이 10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 것과 같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Lent et al.(20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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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82,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85,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82

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2로, 본 조사에서도 .82로 나타났다. 

변인
Lent et al. 

(2008)
김영은
(2009)

Lent et al. 
(2013)

예비조사
(n=56)

본 조사
(n=428)

사회적 지지 .82 .85 .82 .82 .82

<표 Ⅲ-5> 사회적 지지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라. 흥미

흥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민선(2008)과 김영은(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공 관련 이슈에 대한 논문 또는 책 읽기’를 포함하여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nt et al.(2013)은 공학 연구팀의 자문을 얻어 김민선(2008)과 김영은(2009)의 연구

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흥미도구의 ‘팀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공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조사)하기’의 두 문항을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도 해당 문항을 추

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Lent et al.(2008)의 연

구에서는 .82, 김민선(2008)의 연구에서는 .91,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85,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7로, 본 조사

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변인
Lent et al. 

(2008)
김민선 
(2008)

김영은 
(2009)

Lent et al. 
(2013)

예비조사
(n=56)

본 조사
(n=428)

흥미 .82 .91 .85 .80 .87 .85

<표 Ⅲ-6> 흥미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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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업만족

학업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Lent, Singley et al.(2005)이 개발하고 Lent et 

al.(2013)이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하다.’를 포함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며 Cronbach’s 

α값이 Lent, Singley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82로,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

는 .91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8로, 본 조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변인
Lent, Singley et al.

(2005)
Lent et al.

(2013)
예비조사
(n=56)

본 조사
(n=428)

학업만족 .82 .91 .88 .87

<표 Ⅲ-7> 학업만족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바. 학업유지

학업유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03)이 개발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현재의 계속 공부할 것이다’를 포함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며 Cronbach’s α값이 Lent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93,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81로,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77로, 본 조사에서는 .81로 나타

났다. 



- 42 -

변인
Lent et al. 

(2005)
김영은
(2009)

Lent et al. 
(2013)

예비조사
(n=56)

본 조사
(n=428)

학업유지 .93 .81 .94 .77 .81

<표 Ⅲ-8> 학업유지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사. 정서적 특성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 &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이현

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정적 정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항은‘활기찬’과 같은 정적 정서를 포함하여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의 연구에서 ‘기민한’으로 번역되었던 ‘alert’가 정적 정서 요

인임에도 부적 정서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영어

사전을 참고하여 ‘정신이 초롱초롱한’으로 수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며, Cronbach's α값이 이현희 외(2003)의 연구에서는 .84로, 정미

애, 조남근(2012)의 연구에서는 .91로,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

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85로, 본 조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변인
이현희 외 

(2003)
정미애, 조남근 

(2012)
Lent et al. 

(2013)
예비조사
(n=56)

본 조사
(n=428)

정서적 특성 .84 .91 .89 .85 .88

<표 Ⅲ-9> 정서적 특성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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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우편조사를 통

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인 9개 대학 내 학과조교 및 학생의 협조

를 구하기 위해 사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충분히 협조를 구한 후 이들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였다. 배부할 시에는 본 연구의 취지, 설문 요령, 안내서를 동봉하였고,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활한 자료수집을 도모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총 504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46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

었다(회수율 92.85%). 이 중에서 1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과 이상치 

응답을 포함한 40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28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 

자료율 84.92%).

5. 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목적별로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표 Ⅲ

-10>에 제시된 통계기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

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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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기법

성별, 학년, 전공계열 기술통계

첫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학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지요인들과의 인과모형을 구명한다. 

경로분석

둘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경로분석

셋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경로분석

넷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가 학업만족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경로분석

<표 Ⅲ-10> 연구 목적별 통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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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최초 회수된 468부의 질문지 중에서 1개 이상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결측치를 포함한 자료) 22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Z value가 ±3 

이상으로 나타난 일변량이상치를 제외시켰으며, 마할라노비스 거리 통계치가 p<.001 로 

나타난 이변량이상치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28명의 응답자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최

종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350명(81.8%), 여성이 78명(18.2%)이었으며, 학년은 1학

년이 143명(33.4%), 2학년이 110명(25.7%), 3학년이 111명(25.9%), 4학년 이상이 

64명(15.0%)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건축/토목/도시공학전공이 134명(31.3%), 교통

/운송/기계/금속전공이 50명(11.7%), 전기/전자/컴퓨터/통신전공이 132명(30.8%), 정밀

/에너지/소재/재료/화공/산업 전공이 75명(17.5%), 융합공학, 생명공학, 산업공학, 조선해

양공학을 비롯한 기타 전공이 37명(8.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학생이 

139명(32.4%), 비수도권 지역 학생이 289명(67.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2013)에서 보고된 2012년 공

학계열 남학생 비율 82.8%, 여학생 비율 17.8%와 유사하게 표집 되었다. 학년별로는 1

학년이 다소 많이 표집 되었고, 4학년이 다소 적게 표집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1~4학년

이 고르게 표집 되었다. 지역별로는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2013)에서 보고된 수도권

(36.1%), 비수도권(63.9%)과 유사하게 표집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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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350 81.8

여학생 78 18.2

학년

1학년 143 33.4

2학년 110 25.7

3학년 111 25.9

4학년 이상 64 15.0

전공

건축/토목/도시공학 134 31.3

교통/운송/기계/금속 50 11.7

전기/전자/컴퓨터/통신 132 30.8

정밀/에너지/소재/재료/화공/산
업

75 17.5

기타 37 8.6

소재 지역
수도권 139 32.4

비수도권 289 67.5

합계 428 1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다루는 관찰변인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 흥미, 학업만족, 

학업유지, 정서적 특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실제 범위 등의 개괄적인 기술 통계치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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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응답가능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평균

자기효능감 12-60 22 60 40.05 6.794 3.34 

결과기대 12-60 23 60 44.59 7.451 3.72 

사회적 지지 7-35 7 35 21.39 4.823 3.06 

흥미 6-30 6 30 18.17 4.452 3.03 

학업만족 6-30 8 30 19.46 4.297 3.24 

학업유지 4-20 6 20 14.12 2.996 3.53 

정서적 특성 10-50 13 50 32.52 6.542 3.25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환산평균은 3.34로 나타나 보통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결과기대의 환산평균은 3.72로 나타나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지지의 환산 평균은 3.06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흥미의 환산평균도 

3.03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학업만족의 환산평균은 3.24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학업유지의 환산평균은 3.53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특성은 3.25로 정적 정서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

타냈다. 

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적합도 지수인 χ의 유의미한 해석과 모수 추정에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찰변인의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multivariate normality)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찰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

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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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지수 결정률(C.R.) 지수 결정률(C.R.)

자기효능감 22 60 .038 .324 -.179 -.754

결과기대 23 60 -.238 -2.010 .017 .074

사회적 지지 7 35 -.019 -.158 .269 1.136

흥미 6 30 -.287 -2.426 .191 .805

학업만족 8 30 -.077 -.652 -.319 -1.349

학업유지 6 20 -.145 -1.221 -.280 -1.184

정서적 특성 13 50 .162 1.370 .375 1.582

Multivariate 　 6.510 5.999

<표 Ⅳ-3> 관찰변인의 일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일변량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

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하며, 첨도는 8.0 또

는 10.0 보다 큰 경우에 첨도가 심각하다고 본다(배병렬, 2011). 

이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의 왜도가 절대값 3.0을 넘지 않으며, 첨도가 절대값 8.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변량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변량 정

규성은 첨도값으로 제시되는데, 첨도가 6.510, 결정률이 5.999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을 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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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경로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Ⅳ

-4>와 같다. 

변인 공차(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자기효능감 .447 2.236

결과기대 .578 1.729

사회적 지지 .586 1.705

흥미 .550 1.818

학업만족 .411 2.431

학업유지 - -

정서적 특성 .566 1.767

주) 종속변수: 학업유지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공차(Tolerance)의 값이 .10보다 크거나 분산팽창지수(VIF)가 10보다 작을 때,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Kline, 2010). 이 연구에 활용된 각 관찰변인의 공차가 

.411~586의 값을, 분산팽창지수는 1.705~2.431의 값으로 나타나, 관찰변인들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지니고 있으나,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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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다음 <표 Ⅳ-5>는 관찰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변인 1 2 3 4 5 6 7

1. 자기효능감 1 　 　 　 　 　 　

2. 결과기대 .597** 1 　 　 　 　 　

3. 사회적 지지 .494** .434** 1 　 　 　 　

4. 흥미 .549** .368** .450** 1 　 　 　

5. 학업만족 .617** .484** .603** .636** 1 　 　

6. 학업유지 .419** .382** .397** .454** .578** 1 　

7. 정서적 특성 .573** .526** .478** .446** .536** .381** 1

주) **p<.01

<표 Ⅳ-5>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3.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경로계수 분석

가.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모형 해석에 앞서, 가설적 연구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총 7개의 적합도 지수(χ, GFI, AGFI, 

NFI, IFI, CFI, RMSEA)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 값은 58.605(df=4, p=.000)로 부적합하게 나타났으나, 적

합지수(GFI)는 .96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정적합지수(AGFI)는 .752로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적합지수(NFI)는 .955로, 증분적합지수(IFI)는 .958로 적합한 

것으로, 비교적합지수(CFI)는 .958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

근(RMSEA)은 .179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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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는 표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200이상이면 귀무가설이 기

각되기 쉽다(김진호, 2003). RMSEA도 χ 값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

형을 비교하는 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전영욱, 2009). 

적합도 지수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명적합지수와 RMSEA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분석 결과 적합 여부

절대적합지수(absolut fit index)

χ p 〉.05
p=.000
df=4, 

χ=58.605
미해석

적합지수(GFI) ≥ .90 .965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 .85 .752 양호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 .90 .955 적합

증분적합지수(IFI) ≥ .90 .958 적합

비교적합지수(CFI) ≥ .90 .958 적합

기타지수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179 부적합

<표 Ⅳ-6>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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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적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형을 수정하기 이전에 가설적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경로계수는 다음 <표 Ⅳ-7>과 같이 나타났으며, 연구모

형과 경로계수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Ⅳ-1]과 같다.

 27개의 경로계수 중 ‘결과기대 → 흥미’, ‘결과기대 → 학업만족’, ‘자기효능감 

→ 학업유지’, ‘흥미 → 학업유지’, ‘사회적 지지 → 학업유지’의 경로를 제외한 모

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정서적 특성 → 사회적 지지 0.353 0.478 0.031 11.258***

정서적 특성 → 자기효능감 0.453 0.437 0.045 10.154***

사회적 지지 → 자기효능감 0.402 0.285 0.061 6.635***

사회적 지지 → 결과기대 0.285 0.184 0.068 4.214***

자기효능감 → 결과기대 0.555 0.506 0.048 11.566***

자기효능감 → 흥미 0.336 0.512 0.033 10.172***

결과기대 → 흥미 0.037 0.062 0.030 1.229

정서적 특성 → 학업만족 0.071 0.110 0.027 2.624**

자기효능감 → 학업만족 0.125 0.201 0.029 4.337***

결과기대 → 학업만족 0.039 0.070 0.023 1.680

흥미 → 학업만족 0.319 0.338 0.037 8.560***

사회적 지지 → 학업만족 0.245 0.281 0.034 7.194***

자기효능감 → 학업유지 0.003 0.006 0.025 0.103 

결과기대 → 학업유지 0.046 0.116 0.020 2.321*

학업만족 → 학업유지 0.290 0.411 0.042 6.942*** 

흥미 → 학업유지 0.086 0.129 0.035 2.447 

사회적 지지 → 학업유지 0.022 0.036 0.031 0.719 

주) *p<.05, **p<.01, ***p<.001

<표 Ⅳ-7>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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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4. 가설적 연구모형의 수정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몇 개의 적합도 지수가 권장되는 수용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하였고, 5개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사회인지요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

다듬기와 모형 만들기 전략 모두를 이용한 모형 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수정은 이론적 근거와 수리적 근거를 토대로 시작한다. 이론적 기준에 의한 모형수

정은 사전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자가 사전에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변수간의 관계를 가설화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리적 결과에 의한 모

형 수정은 통계적 기준에 따라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

지 근거를 모두 고려하여 모형수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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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모형 만들기 단계에서는 간명성을 희생하였으므로 카이

제곱차이검정을 통해 수정모형(경쟁모형)의 적합도가 기존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존모형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다면, 간명성을 희생하더라도 보다 적합한 모형을 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반면, 모형 다듬기 단계는 적합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적합도의 감소가 유의한 수

준이 아니라면 자유모수를 줄임으로서 간명성을 높이는 절차이다. 즉, 수정모형과 기존모

형의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두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면 간명성을 

위해 자유모수(경로계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모형 수정을 위해서 수정지수(M. I.: Modification Index)와 모수변화(Par Change: 

Parameter Change)가 가장 큰 경로부터 하나씩 추가하는 경로만들기를 실시한 후, 경

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는 모형다듬기 과정을 실시하였다.

가. 모형 만들기

모형 만들기에 있어서, 오차들끼리의 상관을 갖도록 자유모수를 추가하면 모델 적합도

를 높일 수 있지만, 이론적 타당성의 증가보다는 표본에 내재해 있는 우연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배병렬, 2011), 회귀계수의 수정지수 및 모수변화를 참고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에서 도출된 수정지수와 모수변화 값은 다음 <표 Ⅳ-8>과 같으며, 수정

지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자유모수를 추가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경로 M. I. Par Change

정서적 특성 → 결과기대 15.171 0.169

정서적 특성 → 흥미 8.816 0.082

사회적 지지 → 흥미 17.711 0.157

<표 Ⅳ-8>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에서 도출된 M.I. 및 Par Chang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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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지수의 값이 가장 큰 ‘사회적 지지 → 흥미’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χ변화량이 

25.188이고,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모형1이 채택

되었다. 이 후 수정모형1에서의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정서적 특성 → 결과기대’의 경

로를 추가하였을 때 χ변화량이 25.097이고,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서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

므로, 정서적 특성이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혜진(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이 결과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어 수정모형2를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모형2에서의 수정지수를 확인하

여‘정서적 특성 → 흥미’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χ변화량이 7.819이고, 유의확률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학자들이 긍정정서의 하위요인에 흥미

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Izard, 1971; Fredrickson, 2009), 학업흥미가 긍정정

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Bye et al., 2007)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모형3을 채택하였

다. 이 후에는 수정지수가 보고되는 경로가 없고,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 만

들기를 종료하였다. 

구분 가설적 모형 수정모형1 수정모형2 수정모형3

χ 58.605 33.417 8.320 .501

Δχ - 25.188* 25.097* 7.819*

Δdf - 1 1 1

RMSEA .179 .154 .086 .000

모형채택여부 - 채택 채택 채택

주1) ‘사회적 지지 → 흥미’ 경로 추가
주2) ‘정서적 특성 → 결과기대’ 경로 추가
주3) ‘정서적 특성 → 흥미’ 경로 추가
* p<.05

<표 Ⅳ-9> 모형수정 과정에서의 모형별 χ 및 RMSEA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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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다듬기

두 번째 단계로 모델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형다듬기를 실시하였다. 자유모수

의 C. R.이 작을 경우 그 모수를 고정시킴으로써 모델적합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간명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므로(배병렬, 2011), 수정모형3의 경로계수의 C. R. 값이 2

이하인 경로들을 작은 순서대로 하나씩 제거하였다. 수정모형3에서 ‘자기효능감 → 학

업유지’의 경로를 삭제하였을 때, χ변화량이 .010이고,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4를 채택하였다. 이후 수정모형4에서 

‘결과기대 → 흥미’의 경로를 삭제하였을 때, χ변화량이 .205이고,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5를 채택하였다. 다음으

로 수정모형5에서 ‘사회적 지지 → 학업유지’의 경로를 삭제하였을 때, χ변화량이 

.538이고,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

모형6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모형6에서 ‘결과기대 → 학업만족’의 경로를 삭

제하였을 때, χ변화량이 2.814이고,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구분 수정모형3 수정모형4 수정모형5 수정모형6 수정모형6

χ .501 .511 .716 1.254 4.068

Δχ - .010 .205 .538 2.814

Δdf - 1 1 1 1

RMSEA .000 .000 .000 .000 .000

모형채택여부 -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주1) ‘자기효능감 → 학업유지’ 경로 삭제
주2) ‘결과기대 → 흥미’ 경로 삭제
주3) ‘사회적 지지 → 학업유지’ 경로 삭제
주4) ‘결과기대 → 학업만족’ 경로 삭제

<표 Ⅳ-10> 모형수정 과정에서의 모형별 χ 및 RMSEA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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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모형수정 과정 

주) 숫자는 추가 및 삭제된 순서를 의미하며, 굵은 실선은 추가된 경로, 굵은 점선은 삭제된 경로를 의미함. 

모형수정 과정에서 추가 및 삭제된 경로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5. 최종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경로계수 분석

가. 최종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하였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적합

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 값은 4.068(df=4, p=.540)로 적합하게 나타났

고, 적합지수(GFI)는 .99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정적합지수(AGFI)는 .985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적합지수(NFI)는 .997로, 증분적합지수(IFI)는 1.001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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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비교적합지수(CFI)는 1.00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사오차평균자승

의 이중근(RMSEA)은 .00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분석 결과 적합 여부

절대적합지수(absolut fit index)

χ p 〉.05
p=.540
df=5,

χ=4.068
적합

적합지수(GFI) ≥ .90 .997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 .85 .985 양호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 .90 .997 적합

증분적합지수(IFI) ≥ .90 1.001 적합

비교적합지수(CFI) ≥ .90 1.000 적합

기타지수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000 적합

<표 Ⅳ-11>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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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및 다중상관자승 분석

최종 모형의 26개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다음 <표 Ⅳ-12>

와 같다.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정서적 특성 → 사회적 지지 0.353 0.478 0.031 11.258***

정서적 특성 → 자기효능감 0.453 0.437 0.045 10.154***

사회적 지지 → 자기효능감 0.402 0.285 0.061 6.635***

정서적 특성 → 결과기대 0.272 0.239 0.053 5.090***

사회적 지지 → 결과기대 0.190 0.123 0.068 2.779**

자기효능감 → 결과기대 0.438 0.400 0.052 8.446***

정서적 특성 → 흥미 0.093 0.137 0.034 2.781**

사회적 지지 → 흥미 0.185 0.201 0.043 4.321***

자기효능감 → 흥미 0.243 0.371 0.033 7.452***

정서적 특성→ 학업만족 0.081 0.124 0.026 3.107**

사회적 지지 → 학업만족 0.253 0.284 0.034 7.464***

자기효능감 → 학업만족 0.142 0.225 0.027 5.300***

흥미 → 학업만족 0.318 0.330 0.037 8.497***

결과기대 → 학업유지 0.05 0.124 0.018 2.784**

흥미 → 학업유지 0.089 0.132 0.034 2.620**

학업만족 → 학업유지 0.303 0.435 0.037 8.100***

주) **p<.01, ***p<.001

<표 Ⅳ-12>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이와 함께 관찰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확인해봄으로써, 내생변인이 외생변인에 의해 얼

마나 설명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중상관자승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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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이훈영, 2008). 내생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은 <표 Ⅳ-13>에 제시

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특성에 의해 약 22.9%, 자기효능감은 정서

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약 39.1%, 결과기대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의해 약 41.8%, 흥미는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의해 약 

35.5%, 학업만족은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 흥미에 의해 약 58.6%, 

학업유지는 결과기대와 흥미와 학업만족에 의해 약 35.6%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다중상관자승(R2)

사회적 지지 .229

자기효능감 .391

결과기대 .418

흥미 .355

학업만족 .586

학업유지 .356

<표 Ⅳ-13> 최종 경로모형의 관찰변인 다중상관자승(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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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최종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최종경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의 유의도 및 다중상관자승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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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인들 간의 관계

가설 2-1.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353 표준화계수가 .47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정서

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

각하고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453, 표준화계수가 .437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정

서가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2를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402, 표준화계수가 .285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대한 부모, 친구, 교수 및 조교의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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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

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4.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결과기대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190, 

표준화계수가 .123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대한 

부모, 친구, 교수 및 조교의 지원이 학사학위를 취득 후에 가져올 내․외재적 결과기대를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4

를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가설 2-5.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438, 

표준화계수가 .400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을 탁월하

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학사학위를 취득 후에 가져올 내․외재적 결과기대를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5를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

의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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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6.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흥미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243, 표준

화계수가 .371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처효능감이 높으면 학문 분

야에 더 높은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6을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가설 2-7.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와 흥미에 대한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학 학사학위 취득이 가져올 내․외재적 결과에 기대가 높을지라

도 학문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가설 2-7을 

기각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3-1.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학업만족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081, 

표준화계수가 .124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

를 가질수록 학업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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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만족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253, 

표준화계수가 .284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대한 

부모, 친구, 교수 및 조교의 지원이 학업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

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만족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142, 

표준화계수가 .225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을 탁월하

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학업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3을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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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4.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와 학업만족에 대한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학 학사학위 취득이 가져올 내․외재적 결과에 기대가 학업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가설 3-4를 기각하였다. 즉 공

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3-5.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와 학업만족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318, 표준화

계수가 .330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학에 대한 흥미는 

학업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5를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1.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유지에 대한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에 대한 부모, 친구, 교수 및 조교의 지원이 학업에 대한 

유지로 이어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가설 4-1을 기각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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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2.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유지에 대한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가설 4-2를 기각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4-3.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와 학업유지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050, 표

준화계수가 .124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학 학사학위 취

득이 가져올 내․외재적 결과에 기대가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 정적인 영향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3을 채택하였다. 즉 공

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4.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와 학업유지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089, 표준화

계수가 .132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학에 대한 흥미가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4를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유지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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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5. 
H1: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은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은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과 학업유지에 대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가 .303, 표

준화계수가 .435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대한 만

족은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5를 채택하였다. 즉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은 학업

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정서적 특성과 사회인지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정미예, 조남근, 2012; Lent, 2013)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그리고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양난미, 2005; 김민선, 2008; 김영은, 2009; 정미예, 

조남근, 2011; Lent et al., 2003;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 Lent et al., 

2008; 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는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

(김영은, 2009; 정미예, 조남근, 2011; 정미예, 조남근, 2012; Lent et al., 2003;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 Lent et al., 2008; 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양난미, 2005; 김민선, 2008; 김영은, 2009; 정미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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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 2011; Lent et al., 2003;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 Lent et al., 

2008; 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은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양난미, 2005; 김민선, 

2008; 김영은, 2009; Lent et al., 2003;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13)의 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난미(2005), 이혜진(2007), 김민선

(2008), Lent et al.(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그 외의 선행연구(김영은, 

2009; Lent et al., 2003; ;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13)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사학위 취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가 전공

학문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결과기대에 대한 인식 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특질과 전공공부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개인이 전공분야 흥

미를 갖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종모형에서 정서적 특성

과 사회적 지지가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변인들의 흥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결과기대의 영향력보다 커서 유의미하게 도출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Lent et al.(2003; 2005; 2013)이 수행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1,2학

년들을 대상으로 흥미와 사회인지적인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공

학과 관련된 흥미가 지속적으로 사회인지적 변인들 및 학습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3,4학년들을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부분적으로는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선택과정의 차이

에 근거했을 수 있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진로성숙도가 상대

적으로 낮기 때문에 흥미에 결과기대와 같은 인지적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의 인과적 관계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형수정을 거쳐 정서

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결과기대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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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긍정적인 정서가 사회적 지지에 대해 높게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게 인식하며, 학사학위 취득의 결과에 

대한 기대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도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모

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 교사, 친구의 학업에 대한 지

원이 학업 수행에 관한 개인의 믿음과 학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던 자기효능감의 결과기대에 대한 

정적인 영향력도 확인되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변인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흥미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Tang, Fouad, and Smith (1999)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진로 발달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보다는 집단주의 문화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진로 선

택에 있어 개인의 흥미보다는 맥락적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흥미

가 진로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 뿐 아니라 흥미형성 그 자체에도 집단주의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연구에서 구명되었다. 

그리고 정서적 특성이 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명되었다. 그

러나 Bye et al.(2007)은 학업흥미가 대학생의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고, Izard(1971)와 Fredrickson(2009)은 일반적인 흥미를 긍정정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정서와 학업흥미의 선행관계 및 인과관계는 향후 연구될 필요

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

는 불변하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서적 특성이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나. 정서적 특성 및 사회인지요인과 학업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은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05; 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그리고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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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만

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이정애, 

2013;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 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그러나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를 지

지하는 결과이며, Lent et al.(201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Lent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경로계수가 .09로 나타나 결과기대는 학업만족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는 변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과기대가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미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결과기대가 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지 않게 나온 원인

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학업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은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흥미로 

구명되었으며, 결과기대의 정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모형에

서 경로가 삭제되었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계수의 상대적인 크기는 흥미(.330), 사회적 지

지(.284), 자기효능감(.225), 정서적 특성(.124)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학업만족과 상

호작용관계에 있는 삶의 전반적 만족은 긍정 정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Lyubomitsky et al., 2005; 윤민지, 2012), 대학생의 학업만족에는 개인이 가진 정

서적인 특질보다는 개인이 전공분야에 가진 흥미도와 환경적인 지원 정도에 의해 학업만

족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학업만족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보다도 흥미를 매개로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관계없이 흥미가 진로 선택에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이

라고 주장한 Hansen(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학업만족을 예측하는 데에도 흥미는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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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목할 점은 사회적 지지가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명된 것인데, 개인

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환경적인 지원에 대한 인지에 

따라 학업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와 흥

미가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아시아계 학생들의 집단주의 문화 맥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Tang, Fouad, & Smith(199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회적 지지에서 학교차원의 지원인지, 가정차원의 지원

인지, 또래집단 차원의 지원인지, 전공분야차원의 지원인지를 구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인 크기는 작지만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가 여전히 만족이라는 변인들을 직

접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의미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구명되었다. 개인의 긍정적인 정

서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흥미를 매개로 학업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05; Lent et al., 2013)를 지지하

는 결과이지만, 김영은(2009)과 Lent et al.(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김영은

(2008)과 Len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학업만족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

로, 사회적 지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만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Lent et al.(2005)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 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학업만족을 매개로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명되었다. 이

는 개인이 학업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학업을 위한 환경적인 

지원이 있다할지라도 이것이 학업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학업에 대한 만족을 

해야 학업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도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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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2009), Lent et al.(2005)과 Lent et al.(201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김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흥미와 전공선택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흥미가 전공선택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

이 흥미와 학업만족을 매개로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쳐 자기효능감이 학업유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적게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결과기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김영은

(2009), Lent et al.(2005)과 Lent et al.(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결과기

대가 흥미나 학업만족을 매개하지 않고 학업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학사학위 취득이 가져올 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개

인의 흥미나 학업만족과 상관없이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인지진로

이론에서 결과기대는 개인의 흥미, 선택 및 수행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구명되었는데,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흥미 및 선택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다고 구명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주요변인인 결과기대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

시킨다. 

공학계열 대학생의 흥미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지

만, 김영은(2009)과 Lent et al.(201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흥미는 학업만족을 

매개로 학업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Holland(1959)의 이론과 같이 학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명되었다. 

마지막으로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은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

적응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은 개인이 환경(일)으로부터 개인의 욕구(needs) 

가 충족되었을 때 일에 재직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에게는 학업이 곧 일이므

로 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개인의 만족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했던 Lent 

et al.(2013)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포함한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인 만족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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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진로만족 및 학업만족이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만족에도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Lent, & Brown. 2008; 정미예, 조남근, 2011; 정미예, 조남근, 

2012) 진로발달에서의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과기대, 흥미, 학업만족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구명되었다.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는 학업유지 의향에 정적인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유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크기는 학업만족(.435), 흥미(.132), 결과기대(.124)의 크기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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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 진로만족모형에 따

른 학업유지와 학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지요인들과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첫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

유지와 학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지요인들과의 인과모형의 구명, 공학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의 인과적 관계의 구명, 공학계열 대학생

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의 구명, 공학계열 대학생

의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가 학업만족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의 구명,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학업만족이 

학업유지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의 구명,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사회인지요인 간

의 경로계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의 구명이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학계열 대학생들로,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년대 대학교 공학계열 학생 수는 543,898명이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6개교를 선정하여 학년을 고려하여 총 504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 학업만족, 흥미, 학업유지, 정서적 특

성, 응답자의 일반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

를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민선(2008)과 김영은(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본조사 신뢰도는 .85였다.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민선(2008)과 김영은(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본조사 신뢰도는 .90이었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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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구의 본조사 신뢰도는 .82였다. 흥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

하고 김민선(2008)과 김영은(2009)이 일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본조사 신뢰도는 .85이었다. 학업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Lent, Singley et 

al.(2005)이 개발하고 Lent et al.(2013)이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

의 본조사 신뢰도는 .87이었다. 학업유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03)이 개발

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본조사 신뢰

도는 .81이었다.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 &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정적 정서 척도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본조사 신뢰도는 .88이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3년 11월 13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배포된 504부의 중 468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2.85%). 이 중에서 1개 이상

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과 이상치 응답을 포함한 40부를 제외하여, 428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 자료율 84.92%).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경로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만족모형에 따른 학업

유지와 학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지요인들과의 인과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명적합지수와 RMSEA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모형만들기와 모형다듬기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수정모형의 적합

도는 간명적합지수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학계열 대학생

들의 흥미에는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학업만족에는 정서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흥미

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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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학업유지에는 결과기대, 흥미, 학업만족이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첫째, Lent et al.(2013)의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만족-유지 통합모형은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발달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정서적 특성과 사

회적 지지가 개인의 학업 흥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정서적 특성이 결과기대를 인

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 선택 및 발달에 있어서 맥락변인으

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지지가 결과기대와 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 우

리나라 대학생들은 집단주의 문화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갖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이 조교 

및 지도교수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적절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해야 

하고, 이들은 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또

래집단에서 학업에 대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공 내 학생들 간의 건전한 학문관계 

형성을 통해 전공 내 선배들을 학문적 롤모델로 삼을 수 있게 하고 학우들이 서로의 학

습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긍정심리학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만족의 개념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포함되어 우

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학업만족도 고려해야 한다. Lent와 

Brown(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만족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만족으로 확대하고 있어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선택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정서가 삶의 전반적인 만족으로 확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즉 자신의 전공에 대한 분위기나 전공이 주는 지적 자

극 및 지식의 양, 학문적 분위기에 대한 만족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 만족에는 학문에 대한 흥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학생들이 학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문적 흥미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흥미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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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성공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각 전공의 학사과정의 수정 및 개발에 있어 저학년에는 비교적 수행이 수월한 전공과목

을 개설하거나, 개인 및 팀 과제의 난이도가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 성공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이 학업에 대한 흥미로 이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이 다양한 선행변인과 학업유지와의 관계를 매개하였

으며, 결과기대는 학업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대표적인 진로이론들이 부

분적으로 설명하였던 개인의 진로를 더욱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흥미와 직업세계의 특성이 일치하는 직업을 유지한다는 Holland(1959)의 이론과 

개인이 직업세계에 대한 욕구의 만족과 직업세계의 개인에 대한 직무요구가 충족될 때 

개인은 직무수행을 유지하게 된다는 Dawis와 Lofquist(2005)의 일 적응 이론, 학업유지

가 전공흥미의 영향을 받는다는 Lent et al.의 연구(2003; 2005)가 이 연구를 통해 통

합되어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타 진로이론과의 통합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를 설명

하는 더 종합적인 진로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제언

첫째, 이 연구에서는 공학 흥미 도구를 활용하여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학업유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타 전공의 학업흥미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공학계열 이외의 전공의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종수정모형이 타 전공에 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의 모형의 차이 및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여학생의 표본이 78명으로 전체 여학생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여학생집단의 

대표성을 띄기에 충분한 표본수로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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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Lent et al.(2013)의 모형을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적용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구의 수정 없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문항결합(item parceling)

이 이론적 근거 없이 단순 묶음으로도 잠재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가 없어 문항결합을 실시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요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변인 별 요인을 구성한 후 구조방정식으로 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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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도구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의향’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학생의 진로발달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한

국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4면

이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5~8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을 비

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

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

정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

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

석사과정 김 진 관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880-4895, 핸드폰: 010-2724-0172, 이메일:hrd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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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자신 
없다

자신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

1 전공 교수님 또는 지도 교수님의 지원(수업시간 이외의 면담 등)이 
부족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우들이나 교수님들이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전공을 계속 공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수님들이나 조교들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 공부에 대한 부담과 여가 및 기타활동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전공 수업에서의 대인관계 분위기가 나를 반기는 것 같지 않더라도 
전공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전공 분야에 대한 나의 능력에 때때로 의심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은 학사학위를 취득을 위한 주요 단계 및 과업에 관한 진술문입니다. 
당신이 다음 각각의 문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자신 
없다

자신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

1 전공 기초 과학과목들(수학, 물리학, 화학 등)에서 B학점 이상을 받
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학기동안 전공 내 다른 학우들보다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학년 동안 전공 내 다른 학우들보다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3~4학년에 배우는 전공과목에서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장벽(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당신이 각각의 문항에 제시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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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적합한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괜찮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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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예, 고등학교 선생님)로부터 
전공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교선생님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나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격
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나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나는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많은 요소들이 당신의 학업적․사회적인 적응을 지원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 어떤 상황들이 당신을 지원해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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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공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공 학업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이 주는 지적인 자극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전공 교과에 열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전공수업을 통해 배워온 지식의 양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흥미가
적다

흥미가 
적다

보통이
다

흥미가
있다

매우
흥미가 
있다

1 전공 관련 이슈에 대한 논문 또는 책 읽기 ① ② ③ ④ ⑤

2 전공관련 원리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하기 ① ② ③ ④ ⑤

3 복잡한 기술적 문제 해결하기 ① ② ③ ④ ⑤

4 과학적 개념들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팀 프로젝트 수행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전공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을 위한 연구(조사)하기 ① ② ③ ④ ⑤

Ⅴ.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각 문항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는 정도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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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전공을 계속 공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음 학기에도 현재의 전공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다음 학기에 군 휴학을 예정한 경우, 
군 제대 이후에 현재의 전공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충분히 전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Ⅶ.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다음은 다른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당신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각각의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 조금 중간

정도 상당히 아주
많이

1 흥미진진한 ① ② ③ ④ ⑤

2 흥분된 ① ② ③ ④ ⑤

3 강한 ① ② ③ ④ ⑤

4 열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5 자랑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6 정신이 초롱초롱한 ① ② ③ ④ ⑤

7 원기왕성한 ① ② ③ ④ ⑤

8 단호한 ① ② ③ ④ ⑤

9 주의깊은 ① ② ③ ④ ⑤

10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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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이상

3. 귀하의 현재의 전공은?

① 건축/토목/도시공학

② 교통/운송/기계/금속

③ 전기/전자/컴퓨터/통신

④ 정밀/에너지/소재/재료/화공/산업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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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번안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The following is a list of major 
steps or tasks along the way to 
completing an engineering degree. 
Please indicat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your 
ability to complete each one. Use 
the 0-9 scale below to indicate 
your degree of confidence. 

How much confidence do you 
have in your ability to

1차번역

다음은 공학 전공 학사학위를 수료하기 위한 
주요 단계 및 과업에 관한 진술문입니다.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서 당신이 능력을 얼마나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제시된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 당신은 
능력을 얼마나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문항

다음은 학사학위를 취득을 위한 주요 단계 및 
과업에 관한 진술문입니다. 
당신이 다음의 상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omplete all of the “basic 
science” (i.e., math, physics, 
chemistry) requirements for your 
engineering major with grades of 
B or better

1차번역
전공공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초 
과학과목(수학, 물리학, 화학 등)에서 B학점 
이상을 받는 것.

최종문항
전공 기초 과학과목들(수학, 물리학, 화학 
등)에서 B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2
Excel in your engineering major 

over the next semester

1차번역 다음 학기에 전공에서 뛰어나게 잘 하는 것. 

최종문항
다음 학기동안 전공 내 다른 학우들보다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다. 

3
Excel in your engineering major 

over the next two semesters

1차번역
다가오는 두 학기에 전공에서 뛰어나게 잘 
하는 것.

최종문항
다음 학년 동안 전공 내 다른 학우들보다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다. 

4

Complete the upper level 
required courses in your 
engineering major with an overall 
grade point average of B or better

1차번역
고학년 전공과목에서 평균 B학점 이상을 
받는 것

최종문항
3~4학년에 배우는 전공과목에서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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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Here we are interested in knowing 
how well you believe you could cope 
with each of the following barriers, or 
problems, that students could possibly 
face in pursuing an engineering major. 
Please indicate your confidence in your 
ability to cope with, or solve, each of 
the following problem situations. 

How confident are you that you 
could

1차번역

다음은 공학전공의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장벽(방해요인)이나 문제들에 관한 
진술문입니다. 
당신이 각각의 문제 상황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제시된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
당신은 능력을 얼마나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문항

다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장벽(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제시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ope with a lack of support from 

professors or your advisor.

1차번역
전공교수님 또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수업시간 이외의 면담 등)이 
부족하더라도 잘 대처하는 것

최종문항
전공 교수님 또는 지도 교수님의 
지원(수업시간 이외의 면담 등)이 
부족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 

2
Complete a degree in engineering 

despite financial pressures.

1차번역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현재의 전공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

최종문항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Continue on in engineering even if 

you did not feel well-liked by your 
classmates or professors.

1차번역
학우들이나 교수님이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도 현재의 
전공을 계속 공부하는 것

최종문항
학우들이나 교수님들이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전공을 
계속 공부할 수 있다. 

4

Find ways to overcome 
communication problems with professors 
or teaching assistants in engineering 
courses.

1차번역
전공과정에서 교수님이나 조교들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

최종문항
교수님들이나 조교들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 대처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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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번역내용

5

Balance the pressures of studying for 
engineering courses with the desire to 
have free time for fun and other 
activities.

1차번역
전공 공부에 대한 부담과 여가 및 
기타활동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최종문항
전공 공부에 대한 부담과 여가 및 
기타활동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6

Continue on in engineering even if 
you felt that, socially, the environment 
in these classes was not very 
welcoming to you.

1차번역
전공수업에서의 대인관계 분위기가 나를 
반기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공학전공을 
계속 공부하는 것

최종문항
전공 수업에서의 대인관계 분위기가 나를 
반기는 것 같지 않더라도 전공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 

7
Find ways to study effectively for 

engineering courses despite having 
competing demands for your time.

1차번역
전공 공부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안을 
찾는 것 

최종문항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8
Cope with occasional doubts about 

your abilities in engineering.

1차번역
전공에 대한 나의 능력에 때때로 의심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하는 것

최종문항
전공 분야에 대한 나의 능력에 때때로 
의심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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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Using the scale below,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Graduating with a degree in engineering 
and becoming an engineer would allow 
me to…

1차번역

다음의 진술문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최종문항

다음의 진술문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1 do work that I would find satisfying
1차번역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최종문항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2 do exciting work
1차번역 신나는 일을 한다. 

최종문항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3
have the right type and amount of 
contact with other people (i.e., “right” 
for me)

1차번역
내가 바라던 부류의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친교를 맺을 것이다.

최종문항
나에게 적합한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4 make good use of my abilities
1차번역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문항 나의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5
do work that gives me a feeling of 
accomplishment

1차번역 나에게 성취감을 주는 일을 할 것이다. 

최종문항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6 try out my own ideas
1차번역 내가 가진 생각을 시도해볼 수 있다. 

최종문항 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것이다.

7 make decisions on my own
1차번역 내 뜻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종문항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다. 내재적 결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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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재적 결과기대

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Using the scale below,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Graduating with a degree in 
engineering and becoming an 
engineer would allow me to…

1차번역

다음의 진술문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최종문항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1 receive a good job offer
1차번역 좋은 일자리가 들어올 것이다.

최종문항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 받을 것이다.

2 earn an attractive salary
1차번역 괜찮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최종문항 괜찮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3 get respect from other people
1차번역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을 것이다. 

최종문항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4
have a career that is valued by 

my family

1차번역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최종문항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5
go into a field with high 

employment demand

1차번역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최종문항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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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Many factors can either support 
or hinder students' academic and 
social adjustment. Here we a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the 
types of situations that may 
support your progress in 
engineering. Using the 1-5 scale, 
please indicate 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t the present time, I ...

1차번역

학생들의 학업적․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요소들이 지원하거나 방해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공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어떤 상황들이 
지원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진술문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항

많은 요소들이 당신이 학업적․사회적인 적응을 
지원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 어떤 상황들이 
당신을 지원해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Have access to a “role model” 
(e.g., someone I can look up to 
and learn from by observing) in 
my academic major

1차번역
지금 나는 현재 전공 영역에서 역할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을 
만나고 있다. 

최종문항
지금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 

2
Feel support from important 

people in my life (e.g., teachers) 
for pursuing an engineering major

1차번역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예: 선생님들)은 현재의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한다. 

최종문항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예, 고등학교 선생님)로부터 현재의 
전공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고 
있다. 

3
Feel that there are people “like 

me” in this academic field

1차번역
지금 나는 나의 전공 영역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문항
지금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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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번역내용

4
Can get helpful assistance from 

a tutor, if I felt I needed such 
help

1차번역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교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최종문항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교선생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Get encouragement from my 

friends for pursuing an engineering 
major

1차번역
지금 내 친구들은 내가 현재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있다. 

최종문항
지금 나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고 있다. 

6
Get helpful assistance from my 

advisor

1차번역 지금 나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종문항 지금 나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 

7
Have access to a “mentor” who 

could offer me advice and 
encouragement

1차번역
지금 나는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고 있다. 

최종문항
지금 나는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다. 



- 103 -

바. 학업만족

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Using the scale below, indicate 
your level of agreement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1차번역

다음의 진술문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항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I am comfortable with the 

educational atmosphere in 
engineering

1차번역 나는 내 전공의 학문적 분위기가 편하다. 

최종문항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하다.

2
For the most part, I am 

enjoying my coursework in 
engineering

1차번역 나는 내 전공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즐기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전공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즐기고 
있다. 

3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 academic life in engineering

1차번역 나는 내 전공에서의 학문적인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최종문항 나는 전공 학업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 

4
I enjoy the level of intellectual 

stimulation in engineering

1차번역 나는 내 전공의 학문적 자극 수준을 즐기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전공이 주는 지적인 자극을 즐긴다. 

5
I feel enthusiastic about the 

subject matter in engineering

1차번역 나는 내 전공 관련 주제에 열정이 있다.

최종문항 나는 전공 교과에 열정이 있다. 

6
I like how much I have been 

learning in my engineering classes

1차번역 나는 내 전공수업에서 배운 학업량에 
만족한다. 

최종문항 나는 전공수업을 통해 배워온 지식의 양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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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흥미

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Now, please indicate your 
degree of interest in doing ea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Use the 
1-5 scale to show how much 
interest you have in each activity.

How much interest do you have 
in

1차번역

다음의 활동들에 대해서 당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활동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갖고 
계십니까?

최종문항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Reading articles or books about 

engineering issues

1차번역 전공 관련 이슈에 대한 논문 또는 책 읽기

최종문항 전공 관련 이슈에 대한 논문 또는 책 읽기

2
Working on a project involving 

engineering principles

1차번역 공학 원리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하기

최종문항 전공관련 원리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하기

3
Solving complicated technical 

problems

1차번역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최종문항 복잡한 기술적 문제 해결하기

4
Working on a project involving 

scientific concepts

1차번역 과학적 개념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하기

최종문항 과학적 개념들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하기

5
Working on an engineering 

project team

1차번역 전공 프로젝트 팀에서 프로젝트 수행하기

최종문항 팀 프로젝트 수행하기

6
Researching solutions to 

engineering problems

1차번역 전공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기 

최종문항
전공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을 위한 
연구(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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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업유지

구분 원문 번역내용

지

시

문

Using the scale below, indicate 
your level of agreement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1차번역

다음의 진술문에 대하여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항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바랍니다. 

1
I intend to major in an 

engineering field

1차번역 나는 현재의 전공을 계속 공부할 예정이다.

최종문항 나는 현재의 전공을 계속 공부할 것이다.

2
I plan to remain enrolled in an 

engineering major over the next 
semester

1차번역

나는 다음 학기에도 현재의 전공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다음 학기에 군 휴학을 예정한 경우, 군 
제대 이후에 현재의 전공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최종문항

나는 다음 학기에도 현재의 전공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다음 학기에 군 휴학을 예정한 경우, 군 
제대 이후에 현재의 전공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3
I think that earning a bachelors 

degree in engineering is a realistic 
goal for me

1차번역
나는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최종문항
나는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4
I am fully committed to getting 

my college degree in engineering

1차번역
나는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충분히 전념하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현재의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충분히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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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Persistence, 
Affective Traits, Social Cognitive Factors, and Academ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by Jinkwan Kim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4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persistence, affective traits, social cognitive factors, and academ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543,898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attending four-year colleges based on the 2012 record. The research 
carried out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the ratio of the 
location of the school and of the period of school attendance. Through this process, 504 
students from 9 different universities were sampled.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and the measures from Lent et al.(2013), 
were used. It was consisted of academic efficacy, coping efficacy, intrinsic outcome 
expectations, extrinsic outcome expectations, environmental supports, academic interests, 
academic satisfaction, academic persistence, affective traits, and demographic items.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August 28th to November 13th 2013. A 
total of 468 out of 504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428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 overal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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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our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error were conducted. Also,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proposed research 
model, path analysis were used. χ, GFI, AGFI, NFI, IFI, CFI, RMSEA were used to 
test the fit index of the model.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21.0 
and AMOS 18.0.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model,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terest-satisfaction-persistence integrated model, does not correspond to the empirical data.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have collective culture and are affective 
to environmental supports. Therefore, social supports should be enlarged so that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can get more interested in and satisfied with studying in 
engineering majors. Second, academic satisfaction is one of the mostimportant variables to 
b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career choice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Thus, academic interests of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make the students more satisfied with engineering majors. 
Because Self-efficacy is the variable that is the affecting the most in  promoting 
academic interests,  success experience sharing which can improve students' academic and 
coping efficacy should be provided to the students on a systematic basis. Third, it was 
found that academic satisfac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persistence 
and its prediction factors, and that outcome expectations directly affects  academic 
persis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were suggested: First, the research model should be investigated for  other 
majors. For the research on other majors, the measures to identify academic interest in 
other majors should be developed first. Second, the research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the path coefficients according to gender or  period of school attendance  should be 
undertaken. Third, the research model should be investigat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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