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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 316명을 표집 하였다.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은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진로만족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한계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 대학생의 진로발달 

Ⅰ. 서론

진로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함께 환경적 지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국 개인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만족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Lounsbury, Park, Sundstrom, Williamson, & Pemberton, 2004), 진로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이다(Gatticker & Larwood, 1989). 진로만족(career satisfaction)은 진로와 관련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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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만족을 뜻하는데(Judge, Higgins, Thoresen, & Barrick, 1995;

Lounsbury et al., 2003), 직업적 측면과 관련된 직업만족(job satisfaction)과 구분되는 더 포괄적

이고 전반적인 개인의 만족 정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환경적 지지의 영향력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

적 지지나 자원이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만족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Lent 등(2011)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효능

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려, 피드백과 같은 사회적 지지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했다.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 특히 부모지지는 진로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요인이다. Brown과 Krane(2000)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강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로를 평가하고 진로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고 했다. 부모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진로 장애

물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Turner,

Alliman-Brissett, Lapan, Udipi, & Ergun, 2003). 진로관련 부모지지는 자녀의 진로탐색, 진로선

택 및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

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Restubog et al., 2010).

대학생에게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진로발달에 있어

서 부모의 영향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Amundson & Penner, 1998; Raque-Bogdan,

Klingaman, Martin, & Lucas, 2012),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력

은 여전히 막강하다(Taylor & Taylor, 2004).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부모와의 관계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이현주, 2010; 하수

경, 2014; Chope, 2006; Vignoli, Croity-Belz, Chapeland, de Fillipis, & Garcia, 2005), 진로탐색행

동, 진로준비행동 등과 같은 진로관련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김지근, 이기학,

2011; 장수현, 유성경, 2014; Dietrich & Kracke, 2009)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모지지가 대학생 

시기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다. 부모지지가 진로성숙 및 진로 발달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송현심, 홍혜영, 2010; 조명실, 최경숙, 2007)가 있는 반면, 부모

지지가 간섭으로 지각될 경우에는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현주, 2010),

진로정체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광자, 2005). 외국의 연구에서도 부모

와의 관계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

은 연구도 있다(Berrios-Allison, 2005; Scott & Church, 2001).

부모지지와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공존하는 것에 대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357

해 부모지지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나 평가, 혹은 대학생의 진로 관련 행동 변인의 영향력을 가정

해 볼 수 있다. 이은경(2001)은 부모지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직업 정보 수집이나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ent와 Brown(2008)의 모형에 의하면 환경적 지지는 

진로만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진로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지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선택하여 부모지지와 진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여러 연구들에서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변인들과 진로만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ffy와 Lent(2009),

Lent 등(201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환경적 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목표지향행동이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 Lent와 Brown(2008)의 통합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부합한 결과이다. 국내에서

도 안태용과 김신예(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진로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정미예와 조남근(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고, 효능감은 목표지향행동에는 영향을 주며 목표지향행동을 매개로 진로만족

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성공과 첫 직장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이승구, 이제경, 2008). 진로준비행동이 낮으면 직무수행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민혜리, 2003; Roenkae & Pulkkinen, 1995)을 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진로

만족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의 

연구결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낮을수록 진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지지는 진로만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고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진로발달에 가지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에 있어서 부모지지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들과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이 진로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맥락적 변인들의 상호작용 영향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한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사회인

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

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본 연구

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유

의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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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셋째,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에 진로준비행동이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지지와 진로관련 변인간의 관계

부모지지는 진로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요소로 알려져 있다(Constantine,

Wallace, & Kindaichi, 2005). Turner 등(2003)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진로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자녀의 진로관련 기술 발달에 대한 부모지지의 결과이고 부모의 진로관련 모델링의 결과이며 

부모의 진로관련 칭찬과 격려의 결과이자 부모의 진로관련 정서적 지지의 결과라고 했다. 부모

지지는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도구적 지원,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Turner & Lapan, 2002). 특히, 경제적 지원 또는 교육적 조언과 같은 도구적 

지원은 학업적 성취를 이끌 수 있고(Metheny, McWhirter, & O'Neil, 2008; Turner et al., 2003),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불안, 불확실, 미결정 상태에서도 진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Super, Savickas, & Super, 1996).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지는 어떻게 진로관련 목표를 설

정하고 목표에 따라 교육 및 직업적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도가 되고(Hargorve,

Creagh, & Burgess, 2002), 진로관련 학습과 자기효능감 발생을 가능케 한다(Turner & Lapan,

2002).

이렇듯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지지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인데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인 

기능으로 정의된다. 박지원(1985)은 House(1981)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반영

하여 부모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지

지는 공감, 배려, 존경, 애정, 신뢰, 관심으로 유대감을 강화하는 지지이고, 정보적 지지는 전문적

이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과 관련된 기회나 구직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의

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 또는 물건을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등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하

고 평가적 지지는 행위에 대한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Amundson

& Penner, 1998; Turner & Lapan, 2002),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지지가 청소년이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일반적

이다(Raque-Bogdan, Klingaman, Martin, & Lucas, 2012). 대학생의 경우도 부모지지와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

인되었다(이현주, 2010; 하수경, 2014; Chope, 2006; Vignoli, Croity-Belz, Chapeland, de Filli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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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cia, 2005).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론을 Hackett과 Betz(1981)가 진로이론 분야

에 적용한 개념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한 인지적 유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김민정, 김봉환, 2007; 정진희, 2012; Restubog,

Florentino, & Garcia, 2010), 진로태도(이기학, 이학주, 2000;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준비 및 

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송현심, 홍혜영, 2010; 안태용, 김신예, 2013; Taylor & Betz,

1983), 진로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uffy & Lent, 2009; Lent et al.,

20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에 있어서 선택, 효과적인 의사결정, 목표 추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진현정, 2010), 성취행동과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Luzzo, 1996).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기대와 목표지향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분야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입증되었고 따라

서 내담자의 진로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인지적 효능감을 강조하도록 한다. 하지만, Lent

등(2011)이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이끄는 환경적 요인, 사회적 지지를 확

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부

모지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3.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합리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하며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차원의 노력 

및 달성 정도, 또는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 이제경, 김동일, 2004). 진로준비행동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목표한 직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도구, 자격증 등을 갖추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성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다른 변인들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박고운, 이기학, 2007).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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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졌는데(송현심, 홍혜영, 2010; 황지영,

박재황, 20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경

향을 보였고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그 시기와 양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을 충분히 할수록 첫 직장 생활

에서의 만족도는 높다(이승구, 이제경, 2008). 반면 진로준비행동의 시작 시기가 늦어지거나 부

족할 경우에는 취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무수행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민혜리,

2003; Roenkae & Pulkkinen, 1995).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진로만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진로만족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영역

에서의 만족감을 나타내는데,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은 진로주제를 배경

적 맥락의 성격과 사회적 지지에서부터 개인의 직업과 삶의 만족과 복지까지 시간적 연결을 시

키는 동시에 인지, 행동, 정서를 포함한  삶의 전반에 대한 공간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Lent와 Brown(2006, 2008)에 의하면 진로만족은 목표지향활동의 영향을 받고 환경

적 지지나 장애물, 성격/정서적 특질들과 구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만족

과 삶에 있어서 행복을 위해서는 진로만족에 영향을 주고받는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알아야 하

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5.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측면의 변인들로 설정된 Lent와 Brown(2008)이 제시

한 통합적 사회인지진로모형을 근거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부모지지와 진로 

만족 간을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인지변인으로 볼 수 있고 진로준비행동은 목표성취를 위한 행동변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인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에 대한 만족 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에서 진로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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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모지지의 직접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에서 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

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만족 향상을 위한 진로상담이나 접근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C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극단치가 포함된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에는 316

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응답내용으로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53세(표준편차=1.99, 18세

-31세)이며 남학생이 101명, 여학생 215명이었다. 학년은 1학년 55명, 2학년 93명, 3학년 62명,

4학년 106명이었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98명, 사회과학계열 37명, 교육계열 20명, 공학계열 98

명, 예체능계열 63명이고 특정 전공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양교직과목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임의표집 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 지지척도

대학생의 부모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 친구, 교사 등 지지원으로부터 지각되는 지지정도

를 알아보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지지 척도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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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문항이고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으면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석한

다.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문항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정서적 지지는 .87, 정보적 지지는 .78, 평가적 지지는 .84, 물질적 지지는 .87, 전체는 .96이

였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은경(2001)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문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

로의사결정에 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는 .73, 직업정보는 .61, 목표선택은 .72,

미래계획은 .76, 문제해결은 .70, 전체는 91이였다.

3) 진로준비행동 척도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이명숙(2003)이 문항

을 추가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정보수집활동이나 진로목표

설정에 필요한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16문항의 척도에 이명

숙(2003)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과 상담기관의 이용에 관한 2문항을 추가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목표성취를 위한 진로준비행동이 활발

한 것으로 해석한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 이명숙

(2003)의 연구에서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였다.

4) 진로만족 척도

진로만족 척도는 Lounsbury 등(2004)의 척도를 정미예와 조남근(2011)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

하였다. 진로만족 척도는 자신의 진로설정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

고 있는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으면 진로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본다. 정미예와 조남근(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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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AMOS, Mplu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

트스트레핑 방법은 원자료로부터 무선할당으로 형성된 표본들에서 매개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상분포성의 위배가능성이 낮아 좀 더 정확하게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의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Kline(2005)에 의하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인 경우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이 심각하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

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간 상관관계에서,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r=.272), 진로준비행동(r=.295), 진로만

족(r=.250)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척도간 상관관계에서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r=.644)과 

진로만족(r=.648)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척도간 상관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 역시 진로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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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부모 

지지

전체

목표 

선택

직업 

정보

문제 

해결

미래 

계획

자기 

평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전체

진로

준비

행동

진로

만족

정서적 지지 1

정보적 지지 .865*** 1

평가적 지지 .847
***

.820
***

1

물질적 지지 .785*** .746*** .695*** 1

부모지지 전체 .955
***

.936
***

.910
***

.874
***

1

목표선택 .251*** .300*** .315*** .138* .273*** 1

직업정보 .299
***

.349
***

.308
***

.196
***

.315
***

.749
***

1

문제해결 .085 .159
**

.181
**

.059 .130
*

.707
***

.651
***

1

미래계획 .194
**

.226
***

.194
**

.135
*

.205
***

.680
***

.591
***

.620
***

1

자기평가 .223
**

.269
***

.265
**

.108 .236
***

.894
***

.714
***

.686
***

.688
***

1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전체
.249

***
.306

***
.298

***
.146

**
.272

***
.938

***
.850

***
.792

***
.814

***
.882

***
1

진로준비행동 .275*** .313*** .270*** .224*** .295*** .611*** .611*** .468*** .511*** .556*** .644*** 1

진로만족 .215
***

.249
***

.260
***

.201
***

.250
***

.644
***

.509
***

.479
***

.604
***

.556
***

.648
***

.559
***

1

왜도 -.439 -.320 -.463 -.296 -.310 .036 .034 -.034 .177 .031 .218 -.150 -.137

첨도 -.336 -.459 -.039 -.177 -.349 -.543 .057 .059 -.262 -.510 -.311 -.504 -.559

M 27.275 22.997 23.801 22.253 96.326 41.098 22.051 17.750 15.481 18.440 89.253 58.940 6.377

SD 5.159 4.777 4.119 4.309 16.915 6.275 3.363 2.778 3.178 2.837 12.386 11.762 1.912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316)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t=-2.60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F=16.553, p<.001)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F=2.859, p<.05)과 진로준비행

동(F=11.45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령은 진로준비행동과만 유의한 상관관

계(r=.223, p<.001)를 나타내었다.

2. 모형의 검증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만족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에 따라 매개모형을 검증하였

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단일요인 척도로 문항들을 항목합산(item parc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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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고(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2문항으로 이루어진 진

로만족은 각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213.215(df=71, p<.001), NFI=.942, TLI=.949, CFI=.960, RMSEA=.080(90%

CI:.068-.092)로 나타났다. χ2의 경우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나 χ2는 표

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홍세희, 2000)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인 NFI,

TLI, CFI, RMSEA를 고려했을 때, 측정모형은 자료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잠재변인이 해당 측정변인들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측

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 E. β

정서적 지지 1.000 .951

부모 지지 정보적 지지 .891*** .030 .915

평가적 지지 .746*** .027 .888

물질적 지지 .714*** .033 .813

목표선택 1.000 .95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 .444*** .022 .792

문제해결 .348*** .019 .751

미래계획 .392*** .022 .740

자기평가 .437*** .014 .924

진로준비행동 1 1.000 .8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2 1.130*** .067 .855

진로준비행동 3 .871*** .058 .778

진로만족 진로만족 1 1.000 .915

진로만족 2 .819*** .059 .769
***p<.001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만족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본 Lent와 Brown(2008)의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은 χ2
(71, N=316)=213.215(p<.001), NFI=.942, TLI=.949,

CFI=.960, RMSEA=.080(90% CI:.068-.092)로 나타났고 NFI, TLI, CFI, RMSEA를 고려했을 때, 모

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지지와 진로만족간의 경로외의 변인간 경로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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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B S. E. β t 
부모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59 .070 .294 5.143***

부모지지          ⟶ 진로준비행동 .102 .038 .138 2.730**

부모지지          ⟶ 진로만족 .006 .009 .031 .64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394 .034 .648 11.59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만족 .083 .011 .521 7.582***

진로준비행동       ⟶ 진로만족 .073 .019 .278 3.820***

**p<.01, 
***p<.001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β=.294, t=5.143,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경로계수(β=.138, t=2.730,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경로계수(β=.648, t=11.593,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만족간의 경로계수(β=.521, t=7.582, p<.001), 진로준비행동

과 진로만족간 경로계수(β=.278, t=3.820,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만족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이 많을수록 진로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

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p<.001)

3.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부모지지와 진로만족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원

자료(N=316)부터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 95%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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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레핑 검증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의 이중매개효과(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069).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35와 .41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22와 .313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부모지지와 진로만족간을 완전매개함으로써 부모지

지가 높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지고 더 많은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어 

진로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4> 매개효과 부트스트레핑 검증

경로 β S. 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모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만족 .227 .117 .035 .419

부모지지 → 진로준비행동 → 진로만족 .167 .088 .022 .313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 .122 .067 .012 .232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간의 관

계를 살펴보고 부모지지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매개하

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은 모

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진로만족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의 높은 정서

적 지지, 정보제공, 물질적 지지,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잘 제공되면 자기평가를 비롯한 직

업정보, 목표선택이나 미래계획과 진로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능감이 높으며 진로와 관련한 준비

행동 및 실천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진로만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하수경(2014)의 연구와 일치하고 

Guan 등(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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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탐색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

고 한 김지근, 이기학(2011)의 연구, 대학생의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구직행동과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송현심, 홍혜영(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만족 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고한 안태용, 김신예

(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대학생의 환경적 지지가 진로만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한 정미예, 조남근(2011)의 연구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만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힌 주영주 등(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하게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진로사회인

지이론에서 환경적 지지가 진로만족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인데, Lent와 Brown(2008)은 환경적 지지와 진로만족 사이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진로관련 정보제공,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대학생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영주 등(201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로 진로만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태도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손보영, 윤민지, 박소현, 임제

희(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부모지지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광자, 2005; 이현주, 2010)과 비교했을 때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부모지지를 인지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

증한 결과 유의하게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대학생은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이는 진로만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로 진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영주 등(2015)의 결과와 일치하며,

정미예, 조남근(2011)의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목표지향행동이 유의미

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 또한 Lent와 Brown(2008)의 통합적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환경적 지지와 진로만족 사이 간의 목표지향행동의 간접효과와 부합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사회적 지지로서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과 상관관계

가 있고, 부모지지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매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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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만족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가 진로관련 인지적 측면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련 행동적 측면인 진로

준비행동, 진로관련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진로만족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고 구조적 관계가 확

인 된 만큼 대학생의 진로문제와 관련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에서 부모의 지지 여부는 

중요하게 살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모의 지지는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관

련 조언 등을 통해 더 높은 학업성취를 가능케 하고 이는 진로선택 가능성의 확대와 연결된다.

또한 진로탐색에 필요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강화시키며 진로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안이나 불확실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견딜 수 있게 한다. 김진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

과 희망직업 불일치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여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현재 진로에서 느끼는 갈등을 줄이는 데 부모의 지지는 매우 중요

했고, 진로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부모의 지지는 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과 같은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기관과 인사는 이러한 부모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부모가 참여하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이 만족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이 필

요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와 관련된 성취경험, 모델링, 격려와 지지로 형성되는 만큼 

부모와 같은 주변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활용한 진로학습경험과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비합리

적 사고나 역기능적 사고(Krumboltz, 1994; Sampson, Reardon, Peterson, & Lenz, 2004)에 의해 

감소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이러한 부정적 인지는 수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셋째, 진로의사결정이 부모의 지지로 이루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목표지향행동인 진로준

비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부모에게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취

하기 위해 부모의 지지 뿐 아니라 전문 기관이나 인사의 특화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하고

자 하는 분야에 따라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다르며 희망하는 직무분야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

준비 수행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목표성취를 위한 행동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이 

부모지지와 진로 만족간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C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부모지지 척도의 내용은 전반적 지

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진로문제에서 부모의 역할이 큼으로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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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뿐 아니라 또래나 교수의 지지 역시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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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port

from Parents and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1)2)

Kim, Jin-Hee*

Park, Mee-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support from their parents and career satisfaction.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ootstrapping method are utilized with data from 316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article show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career support from par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atisfaction. It presents

the career support from their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s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satisfac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re also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from parents and career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nds with discussion of the results, 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career support from par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atisfaction, career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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