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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은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

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 및 분석

하고 모형 내에서의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4년제 대학 

학생으로,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183개교 1,484,231명이었다.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표본은 학교소재와 전공계열을 고려한 유층화 군집표집 및 비율표

집을 통해 7개교, 56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 자기주도학습 4가지 영역과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묻는 영역을 추가한 질문지를 제작하

여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총 56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다. 이 중, 485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

율 86.6%),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응답 등을 제외한 43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

었다(유효자료율 76.8%).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과 각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

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영

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였다. 둘째,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사회적 지지와 진



- ii -

로적응성 .112,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은 .287,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성은 .60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영향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158, 자아존중

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116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영향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하여 미치는 간접효과가 

.196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검증되

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학

생의 진로적응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자아존중감을 통한 동

기부여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육은 자기주도학습과 진로개발

의 연결고리를 찾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역량인 학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하여, 대

학생의 장기적인 진로성공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설정

에 있어 연구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대학의 진로지원 등의 대학특성

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고 학습과정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이들의 진

로발달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구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

학번: 2011-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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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그 동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2).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구조

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에서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 교육학 분야에서 제시할 수 있는 청년실업의 해

결 방안 중 하나는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방향의 변화라 볼 수 있다(임언, 2004; 

장원섭, 2008).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논리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로선택을 중

시했다면, 이제는 계획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적응적인 반응양식을 개발해 나가는 역량이 중요해 지고 있다(손은령, 2009, Savickas, 

2011). 또한 현대 사회에서 진로란 직업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지역사회, 여가의 전반적

인 영역을 모두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로생활을 위해서는 특정시기의 직업 선

택뿐만 아니라 삶과 직업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진로개발에 있어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 진로적응성

(career adaptability)이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새로운 변화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인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진로개발이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Cappellen & Janssens, 2008; 

Savickas et al. 2009). 이전에는 개인의 바람직한 진로 완성의 과정을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선택한 직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수직적인 이동으로 보

았다면, 이제는 다양한 영역 내 수평적, 수직적, 복합적 이동을 포괄하며 개인의 심리적 성

공에 근거한 개인의 다양한 경력개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Hall & Mirvis, 1996). 

그러나 이러한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적응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조현주, 2012), 그 동안 진로적응성의 개념과 구

인은 다양하게 정의되어왔으며(장계영, 2009)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

구도 부족하였다(Creed, Fallon, & Hood, 2009). 진로적응성이 개인의 진로에 핵심 요인

으로 작용하며,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예측하고, 개인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Hirschi, 2009),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하는 연구는 개인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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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성공을 조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진로적응성의 개념은 성인의 진로발달을 구명하기 위한 개념이었지만(Super, 

1981), 현재는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청년의 진로발달에도 핵심구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Yousefi, Abedi, Baghan, Eatemadi & Abedi, 2009). 진로적응성이 높은 청년일수록 

개인과 환경의 자기조절을 통해 더욱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이루며, 전환 후의 적응뿐만 아

니라 적응 후의 변화상황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계영, 2009; Hirschi, 

2009).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적응성을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학문적·교육적 배경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특성

상 현재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고민할 여건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

되고 있다(Tak, 2012). 낮은 진로적응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차원의 노력은 대학 재학 

중에 자신의 진로개발에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진로개발행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발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기대했던 이전

과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주도적인 진로개발의 핵심은 학습이라 볼 수 있는데(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실제 대학생에게 대학생활 중 이루어지는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박진영, 2004).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의 함양과 주도적인 학습 수행은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진로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의 자원이 되어준다(김재원, 2003; 주용국, 

2003; Bynner & Parsons 2002; Koen, Klehe, & Van Vianen, 2012). 대학은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Niles & 

Harris-Bowlsbay, 2009). 그러나 이제까지 대학생의 학습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 들어서야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지현, 2009; 유현

숙, 임후남,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 박승호, 2011).

과연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대학생

의 학습의 주도성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습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과제이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성 개발과 대처양식의 개발은 진로개발역량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진로교육의 범위는 확장되어 일생의 제한적인 한 시점의 결정과정에 집중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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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평생진로개발 역량(life-l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을 개발하는 것을 

진로교육의 최우선목표로 강조하고 있다(OECD, 2004).

이러한 맥락에 따라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를 넘어, 직업세계에 진출해서도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윤명희, 서희정, 2008). 특히,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

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 반영과 함께 개

인의 진로성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방식이라 볼 수 있다.

학습 역량 뿐 아니라 진로적응성을 발달시키는 주요한 공급원은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라

고 밝혀져 왔고(Karaevli & Hall, 2006), 경험과 학습은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진로적응성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Savickas, 1997), 진로발달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맥락적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적응성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

는 개인과 환경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의 대표적인 변인은 사회적 지지다. 사회적 지지

는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유연한 적응을 돕는 지지자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개인

의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Kracke, 2002; McCorkle, Rogers, Dunn, Lyass, & Wan, 2008). 사회적 지지를 통해 

획득된 실질적인 자원과 심리적 안정은 주도적 행동을 이끌며 개인의 진로개발에 있어 주

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Creed et al., 2009; Hirschi, 2009; Kennyd & Bledsoe, 2006).

아울러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의 대표적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

중감은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 상황에서도 자

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Betz 

& Klein, 1996).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개인의 행동의 동기적인 역할을 하여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의 주요 변인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Duffy, 2010; MCArdle et al., 2007). 

이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통합적인 예측모델을 제

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진로발달 및 적응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심리적 변인과 함

께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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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있어 실천적인 개입의 방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

로는 대학생의 진로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조력하여 진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졸업 유예자의 증가, 취업 사교육비의 증가,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 이직자의 증가 등의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이와 같이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연구 목적이 있을 때, 구조방정식 모형은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왔다(배병렬, 2002; Anderson & Gerbing, 1988). 특히 

변수들 간의 복잡한 영향관계를 추론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구조

방정식을 활용하여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

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인과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영향 관계

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첫 번째 연구목표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

학습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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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목표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

학습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

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

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

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란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

한 과제에 대한 준비도와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

한 대처능력을 의미한다(Savicaks, 1997). 이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 

및 발달과업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하며,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Savickas(2012)가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번안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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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House, 1981),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기

능적 특성을 가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및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

다(Rosenberg, 1985).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

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며,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를 하유

진(2006)이 번안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

로 학습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nowles, 1975). 이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은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이석재 등(2003)이 개발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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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개발

생애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청년기(adolescene) 발달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 동안 대학생은 사회역할의 변화, 교우관계의 확대, 진로문제 등 새로운 발

달과업을 맞이하게 되며,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문제를 겪는다(장휘숙, 2009). 

인간이 겪는 위기나 적응문제 등은 전 생애에 걸쳐 존재하지만, 청년기에는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청년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는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여 직업을 선

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정철영, 김재호, 2011),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기는 

자기 및 환경에 대한 탐색, 진로정보의 습득 등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가장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생

활을 기반으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경험들과 다양한 역

할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나간다(정철영, 2011). 학업을 통해 지적발달을 이루

고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창시절과 다르게 주어진 자율

성과 책무성을 체험하고, 인간관계의 변화 및 확대를 통해 다차원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개인의 가치관, 생활양식,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수정해 나가며 진로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준비된 사회인의 모습을 갖추며 진로발달을 이루고 보다 주

도적인 진로행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게 된다.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시기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현재 자신의 시

기를 많은 가능성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 자

신 모습을 만들어가는 시기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안성영, 김희진, 박현

준, 김태령, 2011), 이러한 인식은 최근 들어 나타난 발현성인기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란 Arnett(2000)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를 의미한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은 노동시장

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기간이 길어지면

서 직업을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가 늦어졌고, 청소년기가 끝난 후에

도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최근 몇 년간 확연히 연장되었다(안성영 외, 

2011). 이 시기에 속한 청년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의무나 책임에 얽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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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신이 원하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지내야 한다는 생각과 일이 생계수단이 아닌 자신

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일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이상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일을 찾고, 자신에게 적합한 장기적인 직업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려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업

1)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이론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발달과업을 이루어야하는 중요한 시기로 

다루어지고 있다. 처음 진로발달 이론을 제안한 Ginzberg(1951)는 개인의 직업선택은 자

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의 외

적요인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성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주

장하였다. Ginzberg의 진로발달 단계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

루어지며, 대학생 시기는 마지막 현실기 단계에 해당한다. 현실기는 직업을 탐색하여 몇 개

의 대안을 설정한 후, 이 중 특정 진로분야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분야의 직업이나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시기로 현실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Super(1953)는 진로발달을 아동기부터 성인초기까지 고정시킨 Ginzberg이론은 일생을 

포괄하지 못한다 비판하며, 진로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변화되는 것으로 보

았다. 또한 진로발달이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며, 적응의 결과가 진

로선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Super가 제안한 진로발달 단계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

는 탐색기에 속한다. 탐색기는 학교생활과 여가활동 등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역할 실

행, 직업적 탐색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탐색기는 다시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게 되는 잠정

기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준비하는 전환기,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는 시행기로 구성된다. Super는 이 시기를 욕구와 현실과의 타협이라기보다는 자신

의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과정으로 보았다.

Ginzberg, Super와 달리 Tideman과 O’Hara(1963)는 각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

을 고정시키지 않고, 진로발달을 진로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개

인은 진로정체감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

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며, 여러 차례의 결정을 통해 진로발달을 이룬다고 본다. 대표

적으로 진학, 직장 이동, 직업의 전환 등과 같은 진로 관련 문제들 모두가 연령과 관계없

이 일생에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며, 대학생 시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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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학자 연령 발달단계 특징

Ginzberg
(1951)

현실기
(18-
24세)

환상기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욕구와 충족을 직업선택으로 동일시

잠정기
초기에 흥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나, 후반기에 자신의 현실적 
여건들을 인식

현 
실 
기

탐색단계 직업을 탐색하여 몇 개의 대안 설정

구체화단계 특정 진로분야를 선택

특수화단계 특정한 진로분야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을 선택

Super
(1953)

탐색기
(15-
24세)

성장기 주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 발달

탐 
색 
기

잠정기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게 되며, 잠정적인 진로선택

전환기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

시행기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 선택

확립기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 발견, 그곳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유지기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쇠퇴기 직업에서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찾게 됨

Tideman
&

O’Hara
(1963)

연령
관계
없음

예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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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화기 구체적인 진로준비

선택기 구체적인 의사결정

명료화기 결정을 신중히 분석, 검토 후, 결론

실 
행 
기

순응기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

개혁기 인정을 받은 후에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 주장

통합기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타협/통합

주) 대학생 관련 부분은 음영처리함

<표 Ⅱ-2>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이론

주요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대학생의 발달 과업의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진로의 범위

가 점차 생애를 포괄하여 확대되었으며, 한 번의 결정을 통해 진로를 고정하기보다 진로결

정과 실행의 단계를 반복해나가는 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것으로 최근에 등장한 우연이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연 이론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으로 하여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고,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디면서 새로운 적응적인 반응양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을 진로지도의 과제로 삼고 있다(손은령, 2009). 즉, 상황적 요소로 인하여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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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선택한 진로선택이 아니더라

도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갚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로발달을 이루어나가고 여러 사건 속에서 순환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진로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은 진로개발역량을 키워야한다. 그러나 대학생

들은 자신과 관련된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진로 관련 역량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리나

라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까지의 타율적인 생활에서 자율적인 생활로 넘어가는 과

도기적인 단계를 겪는 대학생활 동안 불안과 갈등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까지 입시위주의 진로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진로발달이론에서처럼 각 연령대에 맞춘 체계적인 진로발달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진로발달과업을 위한 본격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는 대학생 

시기가 되고 있다(손은령, 김연중, 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고, 진

로개발을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는 점에 미루어보았을 때, 대학은 학생들의 보다 성공적인 

진로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대학생의 진로전환

대학생의 진로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진로전환이다(장계영, 2009). 

이에 따라 대학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성공적인 전환을 돕기 위

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직업의 성공적 획득은 앞으로의 경력개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Savicaks, 1997)과 순조롭지 못한 전환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충

격을 안긴다는 점을 고려하며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

면에서도 인적자원 관리에 문제를 안겨, 사회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의 진로전환은 전 생애 진로발달 중 가장 중요

한 과업으로 평가받으며(Ng & Feldman, 2007), 직업세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전환보

다 그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전환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

지만, 종합하여‘개인이 졸업 후 직업을 갖고, 적합한 직무수준을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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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과 요구조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상태’라 정의 할 수 있다(Ng & 

Feldman, 2007). 

진로전환은 단순히 사회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포함한다. 성인

의 전환모델을 연구해 온 Schlossberg(1981)는 전환의 개념을 관계, 습관, 가정, 역할들에

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또는 비사건(non-events)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전

환을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Bridges(2001)는 변

화(change)와 전환(transition)을 구분하여 전환의 개념에 외적인 변화사건에 대한 내적인 

적응과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전환의 개념에 외적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적

응체계의 발달을 함께 포함하며, 진로전환에 있어 적응체계 발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같아도 개인의 차이

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oodman, Schlossberg와 

Anderson(2006)은 전환모형을 제안하며, 동일한 사람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

는 개인차를 상황지각(Situation), 자기지각(Self), 지지(Support), 대처전략(Strategy)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재취업 진로전환자를 대상으로 진로전환 검사 도구를  

타당화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장계영, 김봉환, 2009), 국내의 진로전환과정에서는 대처

전략, 상황지각, 사회적 지지의 자원을 많이 지각할수록 새로운 진로환경에 빠르고 성공적

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진로전환 관련 연구들을 통해보면, 진로전환은 내·외적 변화를 포함하며,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진로전환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변화하는 진로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황지각, 

사회적 지지 자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성이 높은 청년

이 진로전환에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 기존의 연구(Germeijs & Verschueren, 2007; 

Neuenschwander & Garrett, 2008)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이 대학생 시기동안 진

로적응성을 향상시킨다면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학습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는 그 동안 성인으

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

기되고 있다(임언, 2004; 장원섭, 2008). 이전에는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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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또한 일

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도적인 진로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학습역량이다(정연

순, 2011). 특히, 평생학습자로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을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진로의 선택 및 준비는 개인의 학습능

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진로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는 학습을 통한 능력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로개발과 학습은 높은 연관

성을 보이고 있다(손은령, 김연중, 2010).

현재 대학생들의 고민의 상당수는 진로와 학습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김희수, 2005).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습과 진로를 

함께 아우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시

기가 개인의 학습역량을 위한 마지막 점검과 준비의 시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

다(배영주, 2011). 학습역량은 사회로 나가기 전 고등교육단계인 단계인 대학에서 중

점적으로 길러져야하기 때문이다(이경화, 김은경, 고진영, 박춘성, 2011). 그러나 실제 

대학에서 학습과 진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개입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고등학

교 시기에는 대학 입학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 학습행동을 점검하고 학업성취도

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박하게 드러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이를 개인적

인 문제로 인식하여 교육기관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 개

혁을 실행 중이며, OECD 국가들도 고등교육제도를 개혁하며, 대학생의 학습역량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민혜리, 이희원, 2007).

개인의 학습생애를 고려할 때 대학생 시기는 소정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학습 환

경으로의 전환기 내지 진입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배영주, 2011). 초중등 학교 시기

가 주로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안내된 학습(guided learning)을 수행해야 할 시기라고 하

면, 대학생 시기는 안내된 학습과 함께 개별학습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진로 및 

경력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은 막연히 

졸업 후 어느 시점으로 유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학습과정과 학습행동은 개

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

대학생의 학습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습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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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은 자신의 성취기준과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신

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의 전 과정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박성희, 배상확, 2008). 

학습
단계

발달적 특성

맥락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정서적 특성

초등
학생

단기적 목표
의사소통 영역협소
나/너 중심

구체적 조작기 발달
사실중심의 사고
성과에 대한 양과 질의 평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조망 형성

자아개념 형성
학교과 가족 중심의 의사소통
주어진 자원의 일회적 활용

중·
고등
학생

중기적 목표(자아개입)
의사소통 영역확대
우리 중심

성과에 대한 효과성 판단
논리적 사고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복합적

으로 이해

자아정체감과 정체성 혼미
또래집단과 외부집단, 우상집단과의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원의 반복적 

활용

대학생
/성인

중·장기적 목표(생애목표)
의사소통 영역확대 및 다양화
다양성 이해(민족,인류)

성과에 대한 효율성 판단
비판적 사고
조망차원의 다원화

자아정체감 확립기
다양한 관계의 의사소통
환경적 요건을 고려한 실행능력 중요

주) 대학생 관련 부분은 음영처리함

자료: 이석재.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43. 재구성

<표 Ⅱ-3> 학습단계별 발달적 주요 특성

이러한 능력은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학습단계별 주요 특성을 비교해보면

(<표 Ⅱ-2>), 대학생은 자신의 맥락 안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갖게 된다. 인지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효율성 판단, 비판적 사고, 조망차원의 다원화가 가능해지며, 사회적·정서적

으로는 환경적 요건을 고려한 실행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둘째, 그러나 대학생은 초, 

중, 고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 수준, 부모와 교사에 의한 

동기유발의 정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을 자기주도학습단계별로 비교

해보면, 대학생과 성인은 전반적으로 다른 학습단계 집단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높으나 학습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석재 등, 

2003).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을 통해, 대학생은 과제 수행에 대한 지속성과 책임감이 중·고

등학생들보다 높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성향을 갖고 있으나, 실제 학습에 있

어서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는 졸업 후의 취업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 개인의 자기주도학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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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확률을 낮추고,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Mincer, 1988; Breen 1992; Korpi, 1994; 이남철, 1999). 실제, 대학생에게 나

타는 주요 학습 특성과 진로발달단계에는 연관성이 나타나는데, 학습단계에서 나타나

는 중·장기적인 생애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자신의 진로분야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로분야를 선택한 후, 자신의 진

로분야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을 선택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로준비과정은 기본적

으로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진로준비를 위한 학습은 학습자의 필요로 동

기화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와 학습역량이 학습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

요 영향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습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한 

이재경(2006)에 따르면, 교육개발센터가 사업 추진 시,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학습전략과 공부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공부에 방

해되는 활동의 방법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을 안내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진로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실제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자기주도학습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Candy, 1991; Knox, 1991), 대

학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 진로적응성

가. 진로적응성의 등장배경

모든 이론들이 시대 변화와 요구에 대응해 나가는 것처럼 진로 이론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처음 농경사회(1850-1899년)는 직업이 분화되기 전으로 대부분의 생

산소비가 집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노동과 관련한 사항들은 일대일로 전수됨에 따라 진로지

도는 멘토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산업사회(1900-1945년)에서는 봉건제도가 해체되

고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며 직업의 개념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직업지도에 중점

을 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진로와 관련된 첫 이론으로 Parsons의 특성-

요인이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로이론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현대사회(1950-1999년) 

들어서는 이전의 구조적인 접근인 개인과 환경의 단순매칭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이해와 

직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매칭으로 보다 정교화 된 이론이 나타났다. 또한 발달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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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면서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 초점을 둔 진로발달 이론과 개인의 직업선택과 관련된 

개인차에 초점을 두는 진로선택이론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진로발달 이론은 더욱 급격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개인특성의 안정성(stability)과 한정된 범위 내의 

안정된 직장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Savicaks et al, 2009). 진로발달 이론

의 주요 개념인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진로계획(career planing), 진로발달

(career development), 진로단계(career stage) 등은 개인의 행동과 개인이 처한 환경의 

높은 안정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가능성을 주요

하게 다루기 시작하며, 대표적인 개인 특성인 직업흥미(vacational interest)도 안정된 환

경 맥락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Holland(1973)의 직업흥미이론에서 제안되었을 때

보다 덜 고정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초현대사회(2000-2050년)에 이르러서는 업무의 고도화, 세계화가 가속화를 고려하여  

개인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아설계

(self-constructing)’방식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의 진로 이론은 구성주

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정보처리 이론 등을 기반으로 한다. 산업사회와 현대사회에서

의 이루어진 변화는 따라갈 수 있었기에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성격(personality)의 개념

으로 자아를 바라보았다면, 초현대사회에서는 자아의 개념을 정체성(identity)으로 보며 스

스로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대
농경사회

(1850-1899)
산업사회

(1900-1945)
현대사회

(1950-1999)
초현대사회

(2000-2050)

진로지도
방식

멘토링
(Mentoring)

직업지도
(Vocational guidance)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자아설계
(Self-construction)

자아(self)에
대한 관점

특성(character) 성격(personality) 정체성(identity)

진로이론
이론 부재

Parsons의 
특성-요인이론

Holland의 성격이론 
Super의진로발달이론

구성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정보처리 이론

이론의 기반 실증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의미의 변화 match-making meaning-making

<표 Ⅱ-4> 진로지도의 변화

앞서 진로지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현재의 진로지도는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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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개인은 자

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며,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대한 적응 양식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양식은 바로 진로적응성의 개념으로 설

명될 수 있는데, Nota, Ginevra, & Soresi(2012)는 진로적응성의 등장배경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직업세계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변화시켰으며, 개개인

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진로적응성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Nota, 

L., & Ginevra, M.,C., & Soresi, S., 2012).”

이와 같이 진로적응성은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된 것으로, 진로적응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처음 주창한 Super의 이론과 Super 이론을 기반으로 발전한 Savickas의 구성주의 

이론이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이 과학합리성을 강조한 논리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합리

적이고 규범적인 진로발달이론이라면 구성주의의 관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개인

이 삶과 사건과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창조해 나가는 것으로 진로를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1) Super의 생애주기, 생애공간 이론

진로발달이론의 대표적인 Super의 진로이론 역시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시대변화와 사

회의 요구에 따라 발전해왔다. Super(1957)의 초기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oery)”은 직업성숙의 개념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따른 발달과제를 가정하는 이론으로, 

직업성숙이 높을수록 발달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 경제적 어

려움을 겪으면서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진로전환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처한 성인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Super이론은 ‘재순환’의 개념을 포함

하며 수정 이후의 후기 진로발달이론은 ‘전생애주기-생애공간(Life-span, life-space 

theory)’으로 불리며 진로발달은 대순환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진로발달 안에서 재탐색

과 재확립을 포함하게 된다.

진로는 더 이상 고정된 단계의 연속으로 개념화될 수 없음에 따라 기존의 Super 이론의 

대표적 개념인 진로성숙도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직업학교와 직업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도”라는 개념을 성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진로발달 

단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전환’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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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인기의 진로준비도는 진로성숙이라는 용어 대신에 진로적응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게 

된다(Super & Kansel, 1981). 진로적응성은 성인이 발달과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뿐

만 아니라, 현재와 다음의 진로단계에서 직면해야만 하는 발달과제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Super, 1990). 

2) Savickas의 구성주의(career construction)이론

구성주의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입장에서 발전된 접근법으로, 모더니즘이 과학

적 증거를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접근이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마다 자신만의 구조나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진로분야에서 구성주의 접근 연구는 

이전에는 진로 분야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변화와 전환이 생기면서 직업 구조가 변화 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2000년대에 들어 소개되어 2005년에 완성된 이론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Savickas, 2005). 이 이론은 사회구성주의이론을 바탕으로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을 현대 시대에 맞게 재개념화하였으며 슈퍼이론의 21세기적 연결판이라 

불린다(Amundson, Harris-Bowlsbey, & Niles, 2013). 이 이론에서는 발달을 내적 구조

의 성숙보다는 환경(context)에의 적응과정을 통해 이루어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환경이 

개인을 만들고, 개인 역시 환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발달의 가소성 및 발달의 주체

로서의 개인에 대한 인식 향상을 중요하게 다룬다. 

구분 직업적 성격(vocational personality)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

개념
진로의 직업적 내용

(the occupational content of career)

개인이 사회와 연결되어가며 개인의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대처 과정
(coping processes through which individuals connect 
to their communities & construct their careers)

주요
관점

이루어 낸 직업과업은 무엇인가?
(What career they construct)

개인은 진로를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How an individual constructs a career)

당신에게 가장 흥미로운 직업은 무엇인가?
(What occupation interests you the most)

그 직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가?
(How did you decide on that occupation)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making wise choice)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
(making choices wisely)

<표 Ⅱ-5> 직업적 성격과 진로적응성의 비교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개념적으로 직업적 성격(vocational personality), 생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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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heme),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인을 갖는다. 이 중 

진로적응성이란, 현재 당면한 진로발달 과업, 직업전환, 마음의 상처 등을 극복하는데 필요

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의미하는 심리적 구인을 의미한다(Savickas, 2005:51). 직업

적 성격이 진로에서의 구체적 직업을 강조한다면, 진로적응성은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나가

는 과정에서의 극복과정을 강조한다. 개인은 진로적응성을 통해 자신의 자아개념을 직업적 

역할 속에서 실현해 내며 자신의 진로를 완성해나가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보듯이 진로 이론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단순

히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며 환경의 변화를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진로

적응성은 기존 성인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로 진로 관련 연구

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진로적응성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의 성공적인 

전환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장계영, 2009; Hirschi, 2009; Kenny & Bledsoe, 2005). 

특히 진로적응성이 ‘전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직업세계에서 일의 세계로 넘어

가는 생애의 주요한 진로전환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적응성을 갖추도록 조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나. 진로적응성의 개념 및 유사용어

1) 진로적응성의 개념

적응(adaptation)이란, 개인과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주위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거나 이루어진 상태를 뜻한다(Allport, 1961). 적응의 어

원 ‘apt’는 빠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adapt’는 

알맞다(to fit)의 의미를 지닌 to ad aptare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초기 진

로 분야에서 적성(aptitude)이라는 진로 구인으로 사용되어왔으며, 적성이 알맞다는 것은 

개인의 특성에 주목한 진로선택이론에 해당하는 주요 구인(construct)으로 보았다. 반면 적

응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일치 및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진로의 발달

적 관점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적응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환경을 최대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조화진, 2004), 

적응의 수준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유사한 의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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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adjust)은 현재 상황 안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도록 만들어가는 조절 의미로 해석된다

면, 적응(adaptaion)은 맥락적,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의 

해석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응이란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

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장계영, 2009).

진로적응성이란 적응성을 진로장면에 도입한 것으로, 진로적응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주

창한 Super와 Kansel(1981)에 따르면, 준비 가능한 예측과제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 대처준비도를 의미하였다. 이후 

Savickas(1997)에 의해 “진로적응성이란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

능한 과제에 대한 준비성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Savickas, 1997, p. 254)”의 개념으로 좀 더 명확히 정의되었다.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 척도를 개발한 장계영(2009)에 따르면, 진로적응성이란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으로,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결정과 직업세계로의 전환,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도로 정의

하였다. 

이상의 개념을 살펴보면, 진로적응성이란 일과 일의 맥락에서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는 역할변화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과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단순한 성숙이나 성장의 개념을 넘어서 보다 미래 지향적

인 관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성은 자기조절로의 역할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사 용어와의 관계

가) 직업적응

직업적응은 Dawis와 Lofquist(1964)의 일적응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적응이론은 기존의 특성요인 이론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욕구(needs)와 능력(abilities)을 환경에서의 요구사항과 연관 지어 고용유지 형태

로 나타나는 진로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즉, 일이란 개인과 일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며, 일의 적응은 개인과 일의 환경의 부합성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환경 모두의 욕구가 만족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개인과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적인 매칭을 중시하던 것과 달리, 개인과 직업 환경의 요구 특성에 맞추어 나가는‘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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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의 개념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개인과 환

경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직업전환에 대처능력을 포함하는 진로적응성과는 

구별된다. 

직업적응이론은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직업 환경 속에서 개인과 환경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요구하고 맞추고자 하는 조직심리학이라면, 진로적응성은 인지이론을 기반으

로 하여 직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개인차 심리학

이다. 다시 말해, 직업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이 환경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직업적응이란 직업과 관련된 가치와 욕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때 유용하

다는 점에서 일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나, 직업경험에 한계가 있

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나)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은 London(1983)의 진로동기이론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진로동기의 한 차원

인 진로탄력성은 개인이 최적의 환경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 단절이나 역경을 얼마나 

견디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회복력으로,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수준을 연구하거나, 빈곤가정, 가정불화, 부모이혼 등의 스

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탄력성의 개념이 진로분야에 적용되어서는 단순한 회복력이 아닌 개인 스스로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를 관리하기 위한 능력 및 태도로 진로탄력성을 보고 

있다(박정아, 2012). 진로탄력성과 진로적응성은 역경상황을 극복해나가며 적응해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Goodman et al.(2006)은 Super가 제안한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진로탄력성과 동일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탄력성의 개념을 토대로 보았을 

때, 진로탄력성은 이미 경험한 역경에 대한 회복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면, 진로적응성은 

아직 오지 않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태도로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진로탄력성이 적응

을 위한 심리적 차원의 융통성에 치중을 하고 있는 반면, 진로적응성은 미래의 필요한 능

력을 기르는 준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에 진로탄력성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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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공공정책, 경제학, 직업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용어로, 사전

적 개념은 ‘개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character) 또는 자질(quality)’로 정의된

다. 그러나 고용가능성의 개념을 개인의 진로개발 관점에서 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면 노동 

시장 및 직업 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고용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성남, 2009)

고용가능성이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 뿐 아니라, 노동시장 및 직업

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과 개념적인 공통

점을 지니며, 고용가능성 속에 진로적응성을 포함하기도 한다(Fugate et al. 2004). 그러

나 고용가능성이 노동시장 내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면, 진로적

응성은 직업 뿐 아니라 일과 가정, 지역사회, 여가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다.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소

진로적응성의 구성 요인은 연구자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 진

로적응성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시기가 길지 않으며, 진로적응성을 구성하는 요

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Savisckas(2005)는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실질적 전략들이 지역적 상황과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변인들에 따라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장계영(2009)은 이러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 진로적응성이 환경적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진로적응

성 구인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예상하였다. 

초기 진로적응성 구인과 관련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uper와 

Kansel(1981)은 캐나다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응성 요인으로 일가치관, 일 현저성, 자

율성, 계획성, 목표설정, 의사결정, 경험의 성찰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Ashford와 

Taylor(1990)는 낙관성, 학습경향, 개방성, 내적통제소재, 일반자기효능감을 진로적응성에 

포함하였다.

1997년 Savickas가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진로적응성을 자기탐색 및 환경

탐색, 진로계획 및 의사결정의 발달적 측면을 포함하는 자기조절전략으로 구체적으로 정의

함에 따라, 진로적응성의 구인은 그 동안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통일된 구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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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로적응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자아 및 환경탐색, 진로계획 및 의사결정의 범주 안에

서 진로적응성의 구인을 다루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기회를 탐색하고(exploring), 미래를 

계획하며(planning), 알맞은 선택을 하며(deciding), 개인의 내적, 외적, 환경적 요인들을 

다룰 수 있는(managing) 능력을 나타내며, 개인의 직업적 행동을 조절하는 조절기능이 대

표적 구인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소는 연구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reed et al.(2009)과 Creed et al.

의 후속 연구로 이루어진 Yousefi et al.(2009)은 진로적응성의 구인으로 진로계획, 진로

탐색, 자기탐색, 의사결정, 자기조절로 구인화하였으며, Hirschi(2009)는 진로성숙, 진로계

획, 진로탐색, 자신감으로 진로적응성을 포함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은 진로적응성의 구성요

인으로 대인관계, 목표의식, 창의성, 책임감,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주도성, 개방성을 포

함하였고(장계영, 2009), 이예진(2010)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미결정으로 구인화하였다.

연구자 대상 구인

Super & Kansel(1979)
캐나다 

청년근로자
일 가치관, 일 현저성, 자율성, 계획성, 목표설정, 의사결정, 

경험의 성찰

Ashford & Taylor(1990) 성인 낙관성, 학습경향, 개방성, 내적통제소재, 일반자기효능감

Savickas(1997) 성인 환경탐색, 자기탐색, 진로계획, 의사결정

Duffy & Blustein(2005) 대학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몰입

Kenny & Bledsoe(2005) 고등학생 진로결과기대, 진로계획, 학교동일시, 교육적 장벽지각

Ployhart & Bliese(2006) 성인
위기대응, 일 스트레스, 창의성, 불확실성, 과제학습, 

대인적응성, 문화적응성, 신체적응성

Zikic & Klehe(2006) 성인 진로탐색, 진로계획

McArdle et al. (2007) 성인 주도적 성격, 개방성

Creed et al. (2009) 대학생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기탐색, 의사결정, 자기조절

Hirschi(2009) 대학생 진로성숙,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신감

Yousefi et al. (2009) 대학생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기탐색, 의사결정, 자기조절

금명자 등(2008) 학교 밖 청소년
지지환경, 비행경험, 정신건강, 경제능력, 목표, 생활태도, 

지지능력, 대인관계

장계영(2009) 대학생
대인관계, 목표의식, 창의성, 책임감, 직무능력, 긍정적태도, 

주도성, 개방성

<표 Ⅱ-6> 진로적응성 선행연구의 구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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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응성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나, Savickas(2005)는 이를 종합

하여 4차원으로 재분류하였다. 진로적응성을 조절 기능을 하는 구인으로 보았으며, 구

성 요인으로는 진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관심(concern), 진로를 결정과 관련하여 

조절할 수 있는 통제(control), 외적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호기심

(curuosity),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보이는 자신감(confidence)으로 구성하였다

(Savickas, 2005). 4차원은 아래 <표 Ⅱ-6>과 같이 진로질문, 진로문제, 태도와 신

념, 역량, 대처행동, 관계적 측면, 진로개입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

중 태도는 대처행동을 할 때 느끼는 감정(정서)적 측면을, 신념은 행동을 이끌어가는 

능동성 측면을, 역량은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진로 관련 

선택과 그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의미한다(Amundson et al, 2013).

차원 진로질문 진로문제 태도와 신념 역량 대처행동 관계 측면 진로개입

관심
(concern)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

무관심 계획적인 계획력
의식하고있는

관여하는
준비하는

의존적
목표설정 

훈련

통제
(control)

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미결정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

능력

적극적인
절제력있는
의도적인

독립적
의사결정 

훈련

호기심
(curiosity)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비현실성 탐구적인 탐색력

시도하는
위험을감수하는
알고싶어하는

상호의존적
정보탐색

활동

자신감
(confidence)

내가 할 수 
있을까?

억제
(방해)

유능한
문제

해결력

끈기 있는
노력하는
근면한

동등한
자아존중감 

향상

자료: Brown, S. D., & Lent, R. W. (Eds.). (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NJ: John Wiley & Sons. p.53

<표 Ⅱ-7> 진로적응성의 차원

차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심(concern)이란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관심

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과거와 현재, 미

래를 연결한 미래계획을 세우는 경향을 말한다. 진로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진로적응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진로를 구성해 나가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진로관심은 미

래의 방향성과 계획성, 낙관적인 태도에 의해 촉진되며 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 

진로무관심, 무계획, 비관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통제(control)란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controllable) 지속적인 생각을 말한다. 통제는 조절의 근본적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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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진로 장면에서의 통제란 인생을 자신

의 것으로 느끼고 믿는 것으로, 진로개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관심과 믿음(believe)이

다. 통제력이 높은 개인일수록 진로개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

정을 한다. 진로통제력의 결여는 진로미결정으로 진로미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통제력을 높여줄 수 있는 대처태도, 신념 능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호기심(curiosity)이란 자신과 외부세계의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는 

성향을 말하며, 끊임없이 물어가는 호기심은 자신과 직업 미래세계를 탐색하려는 탐구성을 

말한다. 탐구적인 태도는 스스로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하며 자신의 현

실성과 객관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호기심 결여는 일의 세계에 대한 

경직성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감(confidence)이란 도전적인 과제, 문제해결적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신의 능력(ability)에 대한 자신감이다. 진로선택은 

복잡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요구되며, 자신감

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반영한다. 자신감의 결여는 개인의 역할 실현 및 목표성취

에 실패할 것이라는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관심이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진로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있는가를, 통제는 

결정과 행동에 있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갖는가를, 호기심은 환경탐

색, 대안탐색 등의 깊이 있는 탐색을 하고 있는가를, 자신감은 개인이 가진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결국 적응적인 개인이란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으며,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가능한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포부를 추구함에 있어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Amundso et al., 2013).

라. 진로적응성의 측정

Savickas(1997)에 따르면, 진로적응성은 계획력, 환경탐색능력, 개인과 환경에 대한 지

식, 의사결정 기술의 과정의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는 진로적응성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의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수준을 측정하고, 각 변인들의 총점으로 진로적응성의 높고 낮

음을 평가해왔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의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에서도(이예진, 

2010) Savickas(1997)가 제시한 환경탐색, 자기탐색, 진로계획, 의사결정 요인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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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로적응성을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미결정의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다르게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도 이루어졌으며, 측정도구로는 국외

의 Rottinghaus et al의 CFI(Career Future Inventory), Savickas의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 국내의 장계영의 한국 대학생 진로적응성 도구가 있다.

1) Rottinghaus et al.의 CFI(Career Future Inventory)

Rottinghaus et al.(2005)은 진로적응성을 개인이 변화하는 진로계획과 직무역할에 대

해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

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진로계획을 변화시킬 때 회복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적응성과 낙관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진로미래검사

(Career Future Inventory: CFI)를 개발하였다. 

진로미래검사(CFI)는 진로적응성을 측정하는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조사

도구로(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조성연, 홍지영, 2010; 조현주, 2012), 총 25문항 

중 진로적응성 7문항, 진로인지지식 9문항, 진로낙관성 7문항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CFI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는 기존의 Rottinghaus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미

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옥현, 김봉환, 2006). 따라서 국내에서 CF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하위요인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2) 장계영의 한국 대학생 진로적응성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적응

성의 측정 도구가 없다는 점과 국내 일 환경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장계영

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적응성 도구를 개발하였다.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는 책임

감(8문항), 목표의식(8문항), 창의성(7문항), 대인관계(5문항), 개방성(4문항), 주도성(5문

항), 직무내용(4문항), 긍정적 태도(4문항)의 8요인으로 총 45문항 구성되어있다.

이후 국내에서는 장계영의 대학생 진로적응성 검사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김수정, 2011; 이정란, 현영섭, 2012; 조태현, 손은령, 이순희, 2012), 대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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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진로적응성의 논의의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장계영의 대학생 진로적응성 도구

는 현장을 기잔으로 한 개념 정립, 단일차원의 측정 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3) Savickas의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

진로적응성이 진로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진로적응성을 연구하

기 위한 국제연구팀이 구성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 

적용심리(Applied psychology)의 국제협회에서 17개 국가가 모여 국제 진로적응성 프로젝

트를 시작하였고, 프로젝트의 목적은 진로적응성의 모델을 구축하고 진로적응성을 측정하는

데 있었다. 이들의 논의를 토대로 2012년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라는 진로

적응성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CAAS는 Savickas(2005)가 제안한 조절전략으로서의 진로

적응성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후 각 국가별로 도구의 타당화작업과 문

화 간 타당도 작업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진

로적응성의 차원을 구분한 Savickas가 개발한 CAAS도구를 사용하여 진로적응성을 측정하

였다.

구분 CFI 한국 대학생 진로적응성 CAAS

개발자
(개발연도)

Rottinghaus et al.
(2005)

장계영
(2009)

Savicakas
(2012)

조작적 정의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진로계획을 

변화시킬 때 회복하는 정도

변화하는 직업환경, 일과 
직무, 대인관계 및 자기 
자신에게 적응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적응력의 자원

하위영역
진로관련 적응성

낙관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대인관계
목표의식
창의성
책임감

직무능력
긍정적태도

주도성
개방성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uosity)
자신감(confidence)

문항 수
25개 문항

(진로적응성 7문항)
45개 문항 24개 문항

<표 Ⅱ-8> 주요 진로적응성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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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로적응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진로 관련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으로, 진로적응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진로적응성에 대한 학년과 성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계영(2009)은 진로적응성을 나이와 관계없이 변화하는 일 과업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

력과 태도로 보며, 대학생의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별 혹은 학년별 차이는 진로적응

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았으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측정한 조성연 외

(2010)는 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서는 남자의 진로적응성이 

더 높게 나타났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측정한 조태현 외(2012)의 연구에서

는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부분적으로 1학년과 2학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

승태 외(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은 3학년, 

4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전공, 대학 소재는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평균수입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성별 연령 학년 성적 전공 월평균수입 대학소재

조태현,이정란, 
현영섭(2012)

전문대학생 - -
1학년
>2학년

△ - - -

김수정(2012)

대학생

남>여 -
3,4학년
>1,2학년

- △ - -

문승태,박미하,
양복만(2012)

남>여 -
2,3,4학년
>1학년

- - - -

이순희(2012) 남>여 -
3,4학년
>1학년

- - - -

이예진(2010) - -
4학년
>1학년

- - - -

장계영(2009) X - - - - - -

조성연,홍지영
(2010)

대학생
(원격대학)

남>여 X X -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조은혜(2011)
대학생

(졸업예정자)
남>여

20대 후반>
20대 초반

- - △ - △

<표 Ⅱ-9> 진로적응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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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

가.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존

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의 결과로 정의하였으며, Cohen과 Hoberman(1983)은 사

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

하는 것으로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Kahn과 Antonucci(1980)는 정서적 관심, 유효한 원조, 환경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포함

하는 대인적 관계를 사회적 지지로, House(1981)는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대인간의 교류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Schwarzer, 

Knoll, & Rieckmann(2004)은 지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 및 정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기능

을 반영한다. 즉,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긍

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이란,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

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구조적 특성과 달리 사회적 지지를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보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기존연구의 하위요인 분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도구적 지지(instrumantal support), 평

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House, 1981). 정서적 지지는 개인

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

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것이고,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1995년 MOS(Medical Outcomes Study) 연구팀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긍정적 정서의 표현,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표출의 격려)와 정

보적 지지(조언, 정보, 지침 또는 환류의 제공), 구체적 지지(물질적 보조 혹은 행동적 보

조를 제공), 긍정적인 상호작용(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이용가능성), 애정적 

지지(사람과 애정의 표현을 포함)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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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다차원적으로 각각의 하위개념들이 서로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목적과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

능을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

지와의 차이를 설명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에 비하여 행동을 예

언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개인에게 지

각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에서 

지각된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선행연구를 통해 봤을 때(송종용, 1988; Cohen & Willis, 

1985; Heller & Swindle, 1983; Henderson, 1984),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의 가치

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의 적응을 촉진한다. 삶의 균형을 통해 신체적, 정

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과 행동과학 분야

에서 예방심리학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김성남, 2005).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

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대학생은 과도기적 시기

로, 대학생활에서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까지 함께 겪게 되면서 기존의 지

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며, 새로운 지지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대

학생들의 적응에 있어 외적인 지지자원의 유무는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mpas, 1987).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 부적응에 대한 완충 및 예

방의 역할을 하여(Demaray & Malecki, 2002),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리적 과도기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측정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 있어, 1980년대 이후로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던 지

지적 행동 유형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 자기 기능을 측정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단일 차원의 접근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낸다

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원숙(1992)에 따르면, 단일기능과 다차원적 기능 외에도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특성으

로 접근하는 측정에 있어서 구분해야 할 또 다른 측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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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척도를 개별적 구성요소로 볼 것인가와 전체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로, 최근에는 

사회적 지지를 전체적으로 접근하되, 다차원적 기능으로 개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지지 기능의 지수를 산출하여 사회적 지지의 전체효과와 함께 각각의 기능에 대

한 개별적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Cutrona & Russell, 1990; Krause, 

1986).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인식의 수준을 측정할 것인가 실

제 제공된 지지룰 측정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개인이 실제적으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에 대

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은 사실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이

용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가 주어졌다하더라도, 개인이 인

식하지 못하자면 사회적 지지의 가치가 없다는 여러 주장을 통해(송종용, 1988; Cohen & 

Willis, 1985; Heller & Swindle, 1983) 인식을 기반으로 한 측정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사회적 지지 척도들은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토대로 개발되어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는 가상적 상황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지

지의 측정도구 중에 하나는 Cohen과 Hoberman(1983)의 대인관계지지평가 척도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로,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평가․정
보적 지지, 소속적 지지, 유형적 지지로 구분하여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긍정-부정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는 각 문항마다 1점씩 

총 48점을 최고점수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내에서 개발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도구는 사회적 지지

의 개념을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의 3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적 특성인 지

지형태를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로 명명하였으며, 지지형태의 차원에서는 정서적 지

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지지행위를 포함시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지지형태) 4가지 지지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이원숙, 1992), 국내의 사회적 지지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정희와 이장호는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ISEL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평가적 지지, 소속지지, 자

존심지지, 유형적 지지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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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및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

다(Rosenberg, 1985). Wylie(1979)은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정의하

였으며, Coopersmith(1981)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 자신을 유능

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여기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국내 장휘숙(1988)은 개

인 내적 특성과 외적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최근 김만근(2012)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고 인정하며, 자신

을 소중히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으

로 정의하였다. 

연구자 정의

Rosenberg(1965)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

Wylie(1979) 자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Coopersmith(1981)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여기는 정도

Cook(1985)
능력에 대한 믿음, 타인과의 관계, 개인적 기대 등을 포함하는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장휘숙(1988)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 평가

김만근(2012)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고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히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

<표 Ⅱ-10> 자아존중감의 정의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특징을 갖으며(홍성례, 2012; Blascovich & Tomaka, 1991),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Wright, 2001). 

자아존중감은 개인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자기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아

존중감과 자기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와 다르게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을 자기개념을 영역 특징적 자기에 대한 평가로, 자이존중감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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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기도 한다(Harter, 2006, Santrock, 2006). 자기개념을 

구체적 영역에 대한 자기평가로 영역-특징적(domain-specific)평가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우수한 운동선수는 학업적 자기개념은 부정적이지만, 운동적 자기개념은 긍정적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자아존중감은 자기가치(self-worth)나 자기상(self-image)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것이다. 또한 앞서 자아존증감을 정의한 

Rosenberg(1985)는 긍정적 자기개념은 항상 높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자기개념의 하위요소로 설명하였다. Wells와 Marwell(1976)도 자아개념 형

성과정에서 평가적, 판단적 감정적 요소로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을 자기개념의 하위요소로 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의 기원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부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공포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이 

발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cker & Park, 2004; Morf, 2003). 실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영역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서의 실패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의 실패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기조절 과정을 통해 불안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 관련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의 예측변인으

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심리학 관련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의 예측변인으

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자 

정서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Coopersmith, 1967). 

실제 자아존중감은 개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사건들을 직면할 때, 반응의 방향을 결정짓

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에 비교

적 공평하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여, 정적 사건은 긍정적 반응으로, 부정적 사건은 부

정적 반응으로 반응한다. 이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은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지만 부정적 사건은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아니면 상쇄해버려 부정적 경험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Brown & Mankowski, 1993).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애정이 있고, 에너지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폭

력, 비행, 마약, 우울증, 낮은 학교 성적 등의 위험 요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nnellan, Trzesniewski, & Robins, 2006).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타고난 강

점과 장점을 소중히 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여 받아들이는 자신의 내부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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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자부심’이다(Lazarus, 1991). 개인은 자부심을 경험할 때 자율성, 힘, 호기심, 자

신감을 얻으며, 자부심을 기초로 변화시킬 능력의 주역으로 자신을 본다. 자부심은 목표 지

향 행동을 유지하도록 해주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 역경에 처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외에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 면에서 자신

은 타인보다 우수하며 자신의 미래가 타인의 미래보다 더 나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Crocker & Park, 2004). 높은 자아존중감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

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지

만 살 가치가 있고 살 능력이 있으며 성장하고 나아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보다 역경과 좌

절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한다(Tafarodi & Swann, 1995).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이란 ‘중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자신에게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데서 오는 수치감’으로(Robert, 2009), 단순히 자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매우 부정적인 정서 상태이다.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자기 거부, 자기멸

시의 경험이 잦으며 살 능력,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기술이나 능력이 부

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한없는 무력감을 느끼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 피

드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 피드백만을 받아들이는 등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했을 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목

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 수치감을 회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행동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발달은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대인관계에 이

르기까지 넓게 영향을 주며,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고 더 나아가 심리적 행복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장휘숙, 2009),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요한 변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의 측정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

중감 척도로, 이는 Guttman모델을 바탕으로 자기자신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발 당시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

후 성인을 포함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RSE는 그 어떤 

자아존중감 도구보다 심리측정과 경험적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yrne, 

1996; Robbins, Hendin, & Trzensniewski, 2001).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중요도, 능력, 미덕, 영향력의 4가지 기준에 

맞춰 하위요인을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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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으로 총 50문항을 개발하였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관념체계를, 가정적 자

아존중감은 가정생활에서 인정되는 자기의 가치를,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교사와 교우들과의 

관계 및 학업적 평가에 관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Trafarodi와 Swann(2001)의 

SLCS-R (Self-liking/Self-competence Sacle-Revised version)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유능성에 관한 8문항과 자기호감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자기주도학습

1)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자기주도학습이란 용어는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을 계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Houle(1961)의 ‘Education for Adult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처

음 사용하였다. 이후 자기주도적인 교수활동을 분석한 Tough(1978)가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 혼자서 학습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학습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그것에 따라 다

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학습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성은, 2006).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과정

의 단계적 측면으로, Knowles(1975)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이란 타인의 도움 없이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며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규명하며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선택 및 활용하고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

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성적 측면을 정의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을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인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솔선수범 및 독립심,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

감,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 미래지향적인 자기이해, 창의성, 기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8가지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자기주도학습을 학습과정이나 인성특성의 하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이 통합되어야만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유귀옥, 1997; 홍영표, 2002; Brockett & Hiemstra, 1985). 어떤 학습자가 자기주도학

습의 인성 특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학습과정을 일어날 수 없다면 

자기주도학습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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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연구자 자기주도학습의 정의 및 특성

학습
과정

Tough
학습자 혼자 학습을 할 때 사전에 점검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 목록에 따라 교사의 도움 없이 학습하는 것

Knowles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

Spear&
Mockers

스스로의 학습 과정에 동의하나, 모든 상황이 단계별로, 계획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학습상황에서 출현하는 문제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게 됨

인성
특성

Guglielmin
o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서의 주도성과 
독립성, 책임감의 수용, 학습에 대한 열정, 창의성, 미래지향성, 기본적인 
학습방법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Skager
자기수용성, 계획성, 내재적 동기, 내면화된 평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융통성, 
자율성

Oddi 적극적으로 행위 하고자 하는 욕구, 인지적 개방성, 학습에 대한 열정

통합적 
관점

Fellenz 학습과정으로서의 자기주도성과 인성 발달 측면으로서의 자기 주도성으로 구별

Brockett&
Hiemstra

자기주도학습은 과정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인성 특성으로 구별하고, 두 
관점의 통합 모형으로서 PRO모델 제시

자료: 홍영표. (200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4-5. 재구성.

<표 Ⅱ-11>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른 정의 및 특성

자기주도학습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은 Bandura의 사

회인지적 관점에서 발달한 것으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통제와 자기조절과정의 

발달에 관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반면 자기주도학습은 성인의 자발적인 

학습에서 발달하였으며, Knowles에 의해 체계화된 개념이다. 두 개념은 이론적으로 상

이한 배경에서 발전해 왔으나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Long(1995)은 자기

주도학습과 자기조절학습은 크게 구분되지 않고 동일함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으

며, 진영은과 이진욱(2007)은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조절학습이 개념 및 구성요인, 기본

가정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은 1990년대까지 학습자 개인의 학습 주도권, 자율성, 책임감 등으로 개인

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었다면, 이후에는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의 집단적 측면의 연구

가 함께 이루어졌다. Garrison(1997)은 자기주도학습이 학습자 혼자만의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습자와 협동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집단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자기주도학습 개념의 확대는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습자들이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이며, 타인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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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실제 조대연(2005)은 학습동아리 활동에서 자기주

도학습능력이 집단 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학습은 교사 중심적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으로 강조되며 학교교육의 개혁방안으로 소개되어 기존의 성

인 대상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주도성 강화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구양미, 2006; 김지현, 2009).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지는데(유현숙, 김태준, 이석

재, 송선영, 2004), 대학교와 성인기에는 외부의 인적, 물리적 자원의 활용이 자기주도적학

습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요소 하위요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성인

학습계획

욕구형성 비현실적인 성취욕구 현실적인 성취욕구 현실적인 성취욕구

목표설정
단기적 목표설정

(부모나 교사가 설정)
중장기 현실적 목표설정 장기/현실적 목표설정

자원파악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범위를 제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인적, 물적자원 범위 

확대

주어지지 않은 이적, 
물적 자원의 창조 및 

통제

학습실행

학습전략 
선정 능력

학습전략의 사용효과 
이해

주어진 학습전략 중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선택 가능

자신에 적합한 학습전략 
개발

과제집착력
주어진 과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함

주어진 과제의 완성뿐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자발적으로 정한 과제의 
완성도를 위해 노력함

학습평가
평가와 
후속의 
피드백

주관적(절대적)평가
노력귀인

객관적 평가
노력귀인

객관적 평가, 노력귀인, 
목표수정 및 실행방법 

수정

자료: 유현숙 외.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방안 연구(Ⅲ).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50

<표 Ⅱ-12> 학습자 발달단계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와 행동지표

 실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이전과 다르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주어지지 않은 자원들을 창조하고 통제

하려한다. 학습실행에 있어서도 주어진 학습전략이 아닌 자신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개발하

며, 과제의 완성도를 자발적으로 정할뿐만 아니라 완성을 위한 노력의 주체도 학습자의 자

율로 결정된다. 학습평가에 있어서도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평가, 노력 귀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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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설정한 목표를 수정하거나 실행방법을 수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하는 

등의 더욱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2) 자기주도학습의 측정

오늘 날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검사 도구는 연구와 진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

하게 활용되고 있다(공민영, 2008). 연구 분야에서는 실험연구, 준실험연구, 상관관계 연구

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개인 특성 변인들 간의 관계의 탐구가 이루어진다면, 진단

은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한 진단적 도구로 사용된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검사 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관련한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실제 측정한 자기주도성과 실행력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기주도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하더라

도, 실제의 학습과정에서는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Chene, 

1983; Garrison, 1997). 그러나 이후 Conn(2000)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은 사람이 

자기주도학습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

도구에 대한 실용성과 신뢰도를 검증해 주었다.

가) Gugliemino의 SDLRS(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Guglielmino(1977)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준비상태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Benson, 

2001). SDLRS 도구는 성인교육 및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문항에 대한 동질성 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58문항으로 8개 요인

이 추출되었다. 응답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기보고형식의 질문지로 개

발되었다. 검사문항들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주도학습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8개 요인의 문항은 새로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 및 독립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성, 

미래지향성, 창의성, 기초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8요인 58문항으로 구성된 그의 도구에 대해 문항 간 높은 상관관계, 대상에 따

른 적합성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요인분석을 통해 새롭게 문항을 선별하는 연구들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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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김지자, 김경성, 유귀옥, 유길한, 1996; 김혜영, 김금선, 2010; Field, 1989; 

Hoban, Lawson, Mazmanian, Best, & Seibel, 2005; West & Bently, 1990).

나) 우리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우리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는 Guglielmino(1977)의 SDLRS를 기반으로 김지

자와 정지웅(1991)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번역의 미숙함,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문

항 구성 등의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수정 보완하여 1996년 우리말 자기주도학

습준비도(SDLRS-K96)가 개발되었다. 이 도구의 7개 하위 요인들은 독창적 접근

(Creative Planning), 탐구적 특성(Inquisitive), 자발적인 계획(Proactive Planning), 학

습의 책임성 수용(Acceptance of Responsibility), 학습에 대한 사랑(Love of Learning),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학습자적 신념(Self-Confidence as a Learner)으로 구

성되어 있다.이 도구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홍영표, 2002).

다)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열(2003)은 평생교육의 필요가 대두된 21세기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핵심능력으로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의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초등학생, 중등학생, 성인(대학생과 일반성인) 

등의 학습단계별로 측정하도록 개발하였다. 기존의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이 발달단계를 구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생애적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정의하고,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준별 적용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척도를 살펴보면, 이 척도는 3개의 능력요소와 

8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습계획은 

학습욕구진단,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으로, 학습실행은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

습전략의 선택,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으로, 학습평가는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성찰로 

이루어져있다. 반응 양식은 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드물게 ~ 5점: 매우 자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학습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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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가.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처음 제안한 

이론은 Bandura(1982)의 사회인지이론으로,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변인 등의 선행변

인들과 진로와 관련한 결과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중 사회적 지지는 대표적인 환경 요인으로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cke, 2002).

실제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위해서 매우 주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Rogers, Creed, & Ian Glendon, 2008). 특히, 대학생 시기에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지

지는 이전의 학창시절과 다른 변화한 생활에 적응을 돕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스로 

인식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지자원을 개발 및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사회

적 지지자원의 유무는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개발에 있어서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Blustein(1997)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획득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

은 학생에 비해 깊이 있는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더욱 준비된 진로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chultheiss et al. (2003)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

과의 관계를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대학생들은 주요 인물들을 통해 직업 정보, 역할 

모델,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주요 인물에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이 해당되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위에 누군가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자기조절

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만든다(Ross & Broh, 2000; 

Valentiner, Holahan, & Moss, 1994).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주도적 노력을 향

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인간관계 내에서 실질적인 자원을 획득하도록 

조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구명한 Hirschi(2009)는 부

모와 친구, 친척, 교사와 조직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

인임을 밝혀냈다. Creed at al.(2009)은 친구, 부모, 다른 주요인물의 지지가 진로적응성

을 나타내는 진로계획과 자기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Yousef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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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9)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 다른 주요인물의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Kennyd와 Bledsoe(2005)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적응성과 관계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여 관계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관계적 요소로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포함하였다. 

이 중 친구지지가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요인들과 진로적응성이 차이를 예측하는 주요변인

을 밝힌 이예진(2010)에 따르면, 동기요인 중 자기 주도적 신념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승태 외

(2012)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인간관계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관계와 교수관

계는 진로적응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친구관계는 진로적응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회적 지지자원 중 친구 관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

난 것 결과는 친구관계는 부모나 교수와 달리 상호 동등한 입장에 위치해있으며, 동일한 

진로경험에서 오는 심리적 연결감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는 개인의 지닌 성향과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같이 외부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지자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의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진로적응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자 정서적인 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진로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변화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자아존중

감이 높아질수록 자아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진로적응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을 연구에 따르면(MCArdle, Wates, Briscoe, & 

Hall, 2007),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은 실직상태와 같은 부정적 상황뿐 아니라 잦은 변화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핵심적인 심리요인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살펴 

본 Patton, Bartrum, & Creed(2004)는 자아존중감이 진로계획 및 진로탐색과 상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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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한 행동적 요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etz와 Klein(1996)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은 일반자

기효농감과 특수자기효능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적응력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uffy(2010)는 사회적 지지, 진로낙관성,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

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자아존중감이 낙

관성의 한 형태라는 주장에 따라(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낙관성과 진로적

응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해석, 효율적 대처에 대한 자신감까

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나 장벽에 잘 견딜 수 

있게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상황에 대처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인식 수준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Carver & 

Scheier, 1981). 실제, 낙관적인 사람이 변화상황 및 위험상황에서 더 적응적이라는 연구

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Lang & Heckhausen, 2001; Peterson & De Avila, 

1995; Peterson & Seligman, 1987).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낙관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Patton et al.(2004)

은 낙관성과 진로행동과의 관계를 구명하여 성향적 낙관성은 진로계획과 탐색에 정적인 영

향을 주며 진로적응성을 높인다고 보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irschi(2009)는 진

로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낙관적인 정서적 기질은 적응성과 높은 

상관을 갖으며, 이러한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낙관성과 적응과의 관계를 통해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심리적 적응력이 높다는 실증 연

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권혜경, 이희경, 2004; 김민정, 2005; 신현숙, 2005). 또한 낙관성

과 진로행동 및 진로성숙수준과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에서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행동 및 

진로성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reed & Patton, Barttum, 2002; 이상희, 

2005; 서유진, 2007).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현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받아들여, 심리적 적응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의 역할도 한다는 점, 개인에 주어진 사회적 지지를 

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점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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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적응성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진로개발에 있어 학습은 진로를 선택하거나 실현해나가는 등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

반된다. 따라서 진로개발에 있어 학습역량을 기르는 일을 미래의 진로성공을 위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또한 진로개발이란 제도권 교육과 달리 개인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발

해나간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진로성공에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진로선택 전에 이루어지는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개발에 있어 주요부분으로, 진로탐

색행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성의 태도가 요구되는데(Jordaan, 1963), 

자기주도성은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장은

영, 2011).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에는 어떠한 행동이 유발된 이후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책임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은 지속적으로 진로개

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주도학습과 진로발달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김소영(2009)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구명을 통해 자기

주도학습능력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학교에서 학습에 대해 

내재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조직하여 진로발달을 조력할 필요성을 제안하였

다. 장은영(2011)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대학생들의 진

로탐색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 진로결정 

자율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데 촉진적인 역할을 하지만 진로탐

색행동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자기주도 학습준비도가 높을 경우 진로결정 수준이 높으며, 진로결정 수준이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득연, 

2004; 최성용,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확인한 문승태 외(2012)는 자기

주도학습준비도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의 자기

주도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2011)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학습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진로적응성이 높은 집

단에서 시험불안을 제외한 모든 자기조절학습의 점수가 높아, 개인적인 메타인지, 동기, 행

동 전략의 구사와 조절능력이 개인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의 수행 여부는 단순히 학업성취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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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학교 적응 및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졸업 후 취업가능성과 직접적으

로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박진영, 2004; 최임숙, 서래원, 2008),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진로

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주요 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받게 되는 지지는 사회 속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만들고, 자

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인식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타인들에 의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등의 지지가 중요하다(Joseph, 1994). Rogers(1971)는 한 개인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

터 무조건적이고 긍정적 관심을 받을 때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하게 되고 최

대한의 성장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이는 타인들의 지지는 개인이 존중받는다는 확실성을 

제공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해줄 것이라 생각하여 부정적 평가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도 타인

들이 자신의 필요에 반응해주리라 믿는 근원이 되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시킨

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은 청소

년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홍정은, 2005),  Wenz-Gross 

등은(1997)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낮으면, 학업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

이 낮고, 또래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Sarason et al.(1983)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자아상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는 시각에

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사회적 지지를 제

공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일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폭이 확장

되어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지지를 받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심리적 적응을 높여 자아존중감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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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개인을 둘러싼 대인관계의 네트워크와 

지지는 학습능력 향상의 주요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위해 필요한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 평가적 

지원 및 정보적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간의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Berdnet(2000)은 대학원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교수, 가족, 

대학원 내의 동료들, 대학원 외부 친구들에 의한 사회적 지원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정

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주도학습은 대학원생의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 

대학원생들은 사회적 지원들인 경험공유, 이해, 관심표현, 격려 제공 등의 정서적 지원, 충

고나 방향제시 등의 정보적 지원, 시간, 학비, 책, 저널의 논문 등과 같은 물질적 지원, 피

드백의 형태로서의 평가적 지원 등을 제공받았다고 기술하였다.

박지원(2004)은 사회적 지원을 가족지원, 교수지원, 선배지원, 동기지원으로 구분하여 

주체별 지원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지원은 직접적인 영향을, 가족지원, 

교수지원, 선배지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기지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학생활에 있어 개인이 지닌 사회적 자원은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지역사회지원, 학교지원, 대인관계지원, 가족 

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의 원천 간의 관계를 조사한 Chien(1998)의 연구는 사회적 지원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

이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력만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심리

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

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지만, 심리적 측면을 매개변수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으

며, 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예상해 볼 수 있다.

바.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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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관련 연구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영향요인을 구

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개인적 특성의 대표적인 변인이 자아존중감이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업수행, 대인관계, 삶의 양식 등 광범위한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

측하며(DuBois & Flay, 2004), 특히 학습에 있어서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Sabbaghian(1979)은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주도학습과 자아개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아개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학습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McCune 외(1990)는 1977년부터 1987년 동안 보고된 자기주

도학습 관련 변인 연구 67편을 메타분석하여,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학적변인의 관계를 구

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성, 인종, 교육수준 등

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며, 심리학적 변인으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율성, 직장, 학

교, 사회관계 등의 환경 적응능력, 자발성, 의존성, 성장지향성 등이 자기주도학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유귀옥(1997)도 성인학습자의 학습의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학적 및 심리사회적 변인을 연구하여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통제위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김진화

(200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자기주도학습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과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성은(2006)은 비서관련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을 측정하고, 자기주도학습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내제적 통제위치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주도학습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송경애(2006) 또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력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자아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대

학생의 학업적응도와도 관계가 있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들은 시험에서 자신

의 점수를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점수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orrison& Morrison, 1978).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기 지각은 미래 행위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

인 매개과정의 역할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습의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

아존중감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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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행연구

사회적지지
→ 진로적응성

문승태 외(2012), 이예진(2010), Creed et al.(2009), Hirschi(2009), Kennyd & 
Bledsoe(2005), Yousefi et al.(2009)

자아존중감
→ 진로적응성

Betz & Klein(1996), Duffy(2010), MCArdle et al. (2007). Patton et al. (2004)

유사
개념

낙관성
→ 진로적응성

서유진(2007), 이상희(2005), Carver & Scheier(1981), 
Creed et al. (2002), Lang & Heckhausen(2001), Patton 
et al.(2004), Peterson & De Avila(1995), Peterson & 
Seligman(1987)  

자기주도학습
→ 진로적응성

김소영(2009), 문승태 외(2012), 박진영(2004), 이득연(2004), 장은영(2011), 천경희 
외(2011), 최성용(2006), 최임숙, 서래원(2008), Jordaan(1963)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

홍정은(2005), Joseph(1994) Rogers(1971), Sarason et al.(1983), Wenz-Gross et 
al.(1997)

사회적지지
→ 자기주도학습

박지원(2004), Berdnet(2000), Chien(1998)

자아존중감
→ 자기주도학습

김성은(2006), 김진화(2000), 송경애(2006), 유귀옥(1997), DuBois & Flay(2004), 
McCune et al. (1990), Morrison & Morrison(1978), Sabbaghian(1979)

<표 Ⅱ-13> 변인 간 관계 선행연구 종합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Ⅱ-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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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의 인

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변인 간의 가설적 연구 모형을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르면, 각각의 변인들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첫째, 사

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

은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진로

적응성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Ⅲ-1] 가설적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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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2년 우리나

라에는 총 183개의 대학이 있으며,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재학생 수는 1,484,231명이다

(교육통계연보, 2012). 지역별로 학교 수와 재학생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1>

과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서울, 인천, 경기)와 비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568,591명, 비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915,640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1:1.6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수는 수도권 67개교, 비수도권 86개교로 약 

1:1.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재적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수

서울 37 494,016 361,001 133,015

부산 12 213,882 148,833 65,049

대구 3 63,279 44,219 19,060

인천 4 48,520 34,190 14,330

광주 9 85,459 61,806 23,653

대전 10 109,416 78,523 30,893

울산 2 23,495 16,167 7,328

경기 27 244,715 173,400 71,315

강원 8 109,700 72,709 36,991

충북 10 99,256 67,604 31,652

충남 13 186,231 133,354 52,877

전북 9 99,888 69,532 30,356

전남 10 49,464 35,129 14,335

경북 19 175,172 118,307 56,865

경남 8 84,243 58,573 25,670

제주 2 17,222 10,884 6,338

<표 Ⅲ-1> 4년제 대학의 지역별 학교 수와 재학생의 수(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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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전공 계열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교

육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702,142명,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을 포

함한 자연·이공 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535,166명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과 자

연·이공계열의 전체 재학생 수의 약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

생 수와 자연․이공계열 전공 재학생수의 비율은 약 1.3:1로 나타났다. 의약계열과 예체능계

열의 대학생은 졸업 후 진출분야가 특화된 전공이기 때문에 타 계열과 차이를 나타낼 것으

로 판단하였다.

구분 세 구분
재학생 수

(명) (%)

인문·사회계열

인문계열 199,592

702,142 47.3사회계열 433,294

교육계열 69,256

자연·이공계열
자연계열 352,533

535,166 36.1
공학계열 182,633

의약계열 의약계열 82,517 82,517 5.6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 164,406 164,406 11.1

합계 1,484,231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표 Ⅲ-2> 4년제 대학의 전공별 학생 수(2012년 기준)

대학교의 학년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3>과 같다. 1학년은 509,339명, 2학년은 

604,723명, 3학년은 470,106명, 4학년은 516,554명으로 5학년은 3,236명(공학계열 건축

설비공학 및 건축학)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비율은 학년 순으로 1.1:1.3:1:1.1로 나타났

다.

구분
재학생 수

(명) (%)

1학년 509,339 24.2

2학년 604,723 28.7

3학년 470,106 22.3

4학년 516,554 24.6

<표 Ⅲ-3> 4년제 대학의 학년 별 학생 수(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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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성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이에 따르면, 남성 재학생

수와 여성 재학생 수는 각각 781,367명과 702,864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재학생수와 

여성 재학생 수의 비율은 약 1.1:1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분
재학생 수

(명) (%)

남성 781,367 52.6

여성 702,864 47.4

합계 1,484,231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표 Ⅲ-4> 4년제 대학의 성별 학생 수(2012년 기준)

나. 표집

1) 표집크기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에 대

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대체적으로 추정법과 모형적합도의 2가지 요소를 고려하

여 적정 표본크기를 설정한다. 

첫째, 추정법을 고려하는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추정법인 최대 

우도법(Maximun Likelihood: ML)에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이 되어야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위험이 낮아진다

(김대업, 2008). 둘째, 모형적합도의 경우, 통계적 검정이 가능한 지표인 은 표본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특히 50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경우 모델에 관계없이 귀무가

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500개 이하의 표본이 사용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모형 복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모수를 포함하는 

복잡한 모형의 경우에는 간명한 모형에 비하여 안정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더 큰 표본

크기를 요구하기 때문에(Kline, 2010), 설정한 연구모형의 추정모수의 수를 고려하여 필요

한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Bentler & Chou, 1987). 이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모형은 4개의 잠재변수와 12개의 관측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모수의 수

는 (2×관측변수의 수)+(경로의 수)+(공분산의 수)에 따라 (2×12)+6으로 30개가 된다. 

표본크기와 모형 복잡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에서 제시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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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10:1 정도의 비를 목표로 하면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Kline,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적어도 300개의 사례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300~500개의 표본 크기가 권장된다고 할 수 있다. 4

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평균 회수율과 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560명으로 표집크기를 설정하였다.

2) 표집방법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층화군

집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표집은 모집단 안에 어떤 속성에 의하여 여러 개의 하부집

단이 있을 시 이를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용이하게 만드는 표집방

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대학특성 변

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표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김수정, 2012;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이순희, 

2012; 조성연, 홍지영, 2010; 조은혜, 2011)과 학년(김수정, 2012; 문승태, 박미하, 양복

만, 2012; 이순희, 2012; 이예진, 2010; 조태현, 이정란, 현영섭, 2012), 전공(김수정, 

2012; 조은혜, 2011), 대학소재(조은혜, 2011)에서 진로적응성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령과 월평균수입 등이 미치는 영향도 보고되었으나, 층화기준의 수가 많아지

면, 최소 크기 집단의 적정 표집수가 3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김현철, 1999), 다양한 층화기준이 많을수록 표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적응성

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소재 지역(수도권/비수도권)과 전공, 학년, 성별에 

따른 유층화 군집 및 비율표집을 수행하였다.

유층화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의 과정은 1차적으로 지역별로 학교 단위 군집표집을 실시

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 수의 1:1.3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국의 4년제 대학교를 수

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후, 수도권 3개교에 240명과 비수도권의 4개교에 320명을 표집 

하였다. 이 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대학(교육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등)은 제외하였다. 2차적으로 군집 표집된 대학별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이공계열로 

구분하여 1:1.3의 비율에 따라 학교 당 인문·사회계열 45명과 자연·이공계열 35명으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또한 군집 표집된 대학별로 성별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고 1.1:1의 비

율에 따라 남성 41명과 여성 39명을 표집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표집방법

은 다음 [그림 Ⅲ-2] 와 같다.



- 52 -

[그림 Ⅲ-2]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 과정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도구는 질문지로, 질문지는 개인의 생각, 태도, 감정 등 관찰

하기 힘든 구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박도순, 2004) 본 연구의 목

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문지는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을 측정하는 4개의 조사도구와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에 대한 조사도구는 기존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활

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전문가의 검토 및 예비조사의 2단계에 걸친 문항 수정 및 제거 과정을 거쳐 

본 조사에 활용되었다. 조사도구의 검증과정은 번안 및 수정한 설문지에 대해 진로교육전

공 전문가인 교수 1명,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수료 1명, 박사과정 2

명, 대학생 진로교육 담당 현장전문가 1명,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특성에 적합

한지,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

으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활용하여 2013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유

의표집으로 실시하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3곳의 학교별로 30명씩 총 90명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미응답자와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74개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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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활용할 조사도구는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

감의 부정적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본 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의 학습실행 요인 문항 중 자기주도학습의 복합지수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문항을 삭제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의 구성은 다음 

<표 Ⅲ-5>와 같다. 각 조사도구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

였으며,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값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진로적응성

관심

Ⅰ-1-24

6

통제 6

호기심 6

자신감 6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Ⅱ-1-25

7

정보적 지지 6

물질적 지지 6

평가적 지지 6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Ⅲ-1-10 10

자기주도학습

학습계획

Ⅳ-1-39

15

학습실행 14

학습평가 10

일반적 사항 성별, 학년, 전공, 학점, 전공만족도, 입학전형 Ⅴ-1-6 6

총계 104

<표 Ⅲ-5> 조사도구의 구성

가. 진로적응성

이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Savickas와 Porfeli(2012)이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번안한 도구를 원문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CAAS는 2012년 개발된 진로적응성 측정 도구로, 진로적응성의 4가지 차

원인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6문항씩 총 2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진로를 쌓아나가는데 활용되는 강점들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형태로,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의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AAS 도구는 국제적으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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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Tak(2012)의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크기가 Bagozzi & 

Yi(1991)가 제시한 .50이상 .95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보하

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진로적응성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0.93, 각 하위요인별 내

적일치도 계수가 관심(0.85), 통제(0.80), 호기심(0.82), 자신감(0.84)으로 나타나 신

뢰할만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번안된 조사도구는 문항과 응답양식에 있

어 본 연구에 바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 과정을 거쳤다.

1) 문항 검토 및 수정

실제 원문과 번안된 도구의 비교작업을 통해, CAAS의 번안된 문항이 질문지 제작 의도

에 맞는지, 문항이 다른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문항은 간결하고 정확한지, 문항

이 편파적으로 응답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복된 내용은 없는 지 등의 문항 검토 및  

수정과정을 거쳤다. 수정 작성한 문항은 진로교육을 전공한 박사 1명, 박사수료 1명, 박사

과정 2명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 설문문항을 완성

하였다.

1차 검토 결과, CAAS의 번안된 문항 자체는 원도구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응답자들에게 번안된 문항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Planning how to achieve my goals)’문

항은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 계획하고 있다’의 문항으로 보다 타당도를 높

이고자 하였다. 2차 검토 결과, 문항에서 뜻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의 문

항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의 문항으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

해 필요한 교육 및 진로선택을 알고 있다’의 문항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의 문항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 깊숙이 살펴본다’의 문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

다’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나에게 적합한 일을 한다’와 ‘일을 잘 처

리할 수 있다’ 문항의 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

다’ 문항에서 장애에 대한 개념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나에게 적합한 일을 한다는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한다는 문항으로, 일을 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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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할 수 있다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각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질문지 응답 양식 수정

CAAS 원도구는 도구 제작 시 응답 양식을 4차례 수정하였다.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하였으며 두 번째는 매우 드물게(1점)부터 매우 자주(5점)

로, 세 번째는 잘하지 못함(1점)부터 가장 잘함(5점)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약함(1점) 부

터 매우 강함(5점)으로 확정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양식은 좋지 않은 분포

(distribution)를 보였으나, 세 번째부터 점차 나은 분포를 보였으며, 최종 응답양식이 가

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vickas &  Porfeli, 2012). 이러한 과정을 

통해 CAAS의 응답 양식은 ‘강하지 않음(Not strong: 1점)’에서 ‘매우 강함

(Strongest: 5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질문지의 문항에서 각 응답이 선택될 가능성은 같아야 하며 범위를 제시할 때는 

응답의 범위가 똑같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박도순, 2004), CAAS 도구는 응답의 범

위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편중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 양식은 부

정적 응답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을 균형 있게 재조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구가 번안되는 과정에서 문항이 서술형으로 기술됨에 따라 문항

에 따른 응답양식 선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처음 도구 제작 시 고려되었던 응

답양식 중 번안된 문항이 서술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양식을 수정하였다.

3) 예비조사 및 본 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요인부하량과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값 활용)를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진로적응성 전체의 Cronbach's α값은 .940으로 높은 문항 간 일치도를 나

타냈으며, 각 요인별로는 .806~.901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조사의 신뢰도 분

석 결과, 진로적응성 전체의 Cronbach's α값은 .896으로 높은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냈

으며, 각 요인별로는 관심 .771, 통제 .780, 호기심 .708, 자신감 .85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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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4) 본 조사(n=430)

진로적응성 - .940 .896

관심(concern) 1-6 .846 .771

통제(control) 7-12 .847 .780

호기심(curiosity) 13-18 .806 .708

자신감(confidence) 19-24 .901 .851

<표 Ⅲ-6> 진로적응성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나. 사회적 지지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조사대상자가 그들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인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

면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있어 지지체계를 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

배, 등으로 안내하여 보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의 4 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반응양식은 ‘모두 그렇지 않다(1점)’에서 ‘모두 그렇다(5점)’까지

의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문항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4) 본 조사(n=430)

사회적 지지 - .973 .940

정서적 지지 1, 6, 7, 10, 16, 18, 24 .826 .832

정보적 지지 8, 14, 17, 19, 22, 25 .838 .819

물질적 지지 3, 9, 13, 15, 20, 23 .870 .763

평가적 지지 2, 4, 5, 11, 12, 21 .876 .796

<표 Ⅲ-7> 사회적 지지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자영, 최웅용(2012)의 연구에서 내적일치

도 계수는 0.8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신뢰도는 각 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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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76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전체 신뢰도가 .940, 각 하위요인

들의 신뢰도가 정서적 지지 .832, 정보적 지지 .819, 물질적 지지 .763, 평가적 지지 

.796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다.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SES(Self-Esteem Scale)를 하유진(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문

항은 자기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문항으로 채점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 조사도구는 4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5점 리커트 척도가 일반적이라는 점과 본 연구의 질문지 제작

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는 .901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정아(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0.84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Cronbach's α는 .869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문항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4) 본 조사(n=430)

자아존중감 1-10 .901 .869

주) 역코딩문항: 6,7,8,9,10

<표 Ⅲ-8> 자아존중감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라. 자기주도학습

이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이석재 등(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

주도 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에 따라 2~3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계획은 다시 학습욕구진단,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으로 구성되며, 학습실행

은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습전략의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 학습평가는 결과에 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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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귀인, 자기성찰로 구성되었다. 이석재 외(2003)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이 학습계획 

.89, 학습실행에서 .78, 학습평가 .69로 나타나 신뢰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의 기준은 0.7 이상을 신뢰할(reliable)만한 값으로, 0.6-0.7을 허용할(acceptable)만한 

값으로 본다(Nunnally, 1978)는 점에서 허용수준을 보였다. 

예비조사 결과, 자기주도학습의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99, 학습계획 .852, 학

습평가 .815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나, 학습실행 요인의 Cronbach's α는 .677로 기존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습실행에 해당하는 문항을 살펴 본 결과, 20번 문

항(준비물이나 과제, 교재 등을 잊어버리고 학습 장소에 간 적이 있다)이 학습실행 요인 전

체와의 상관에서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번 문항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가 

.733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번 문항이 학

습실행에 있어 나타나는 학습준비도를 묻고 있으나, 학습의 주도성의 개념을 명확히 한 개

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측정도구에서 삭제하였다. 본 조사 자기주도학습의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91, 학습계획 .822, 학습실행 .722, 학습평가 .747로 나타났

다.

구분 문항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74) 본 조사(n=430)

자기주도학습 - .899 .891

학습계획 1-15 .852 .822

학습실행 16-30 .733 .722

학습평가 31-40 .815 .747

주) 역코딩문항: 1,27,29,30,32,35

<표 Ⅲ-9> 자기주도학습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의 회수일은 5~20일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

인 7개의 대학 내 재학 중인 학생을 협력자로 섭외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조사 실

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이후, 각 학교별로 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였다. 설문 조사 실시 안내문에는 성

별 및 전공계열에 대해 비율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 대한 안내를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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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협력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여 설문조사 응답률의 성실성을 기하고자 하

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총 56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48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다(회수율 86.6%).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변인을 하나의 번호로 응답한 불성실 응답과 이

상치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30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 자료율  

76.8%).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for Windows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결과는 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

용된 통계방법을 연구 가설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0>과 같다.

구분 연구가설 통계방법

- 자료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가설 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Ⅲ-10> 연구 가설별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찰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특히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적합도가 제시되며, 변수들 사이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해하여 제시하므로 복잡한 변수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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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입력자료 점검

1) 이상치 제거

이상치란 반응의 극단적인 값(extreme value)을 말하며, 어떤 경우이든 분석을 수행하

기 이전에 이상치는 분석에서 제외시켜야만 결과를 신뢰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양병화, 

2006).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이상치를 포함한 사례를 제외하거나, 이상치를 포함

한 변수를 제외하거나, 점수분포가 정상성을 이루도록 자료를 적절히 변환시켜 주는 방법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산포도(scatterplot)를 통해 제거

하는 그래픽적 방법과 평균에서의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s)값 |3|이상을 기준

으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효응답 자료 중 총 21

개의 케이스가 제거되었다.

2) 결측치 처리

결측치는 입력 자료의 행렬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추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처리한 다음 분석해야한다(배병렬, 2011). 본 자료의 결측치는 기대-

최대화(Expectation-Maximization:EM)방식에 의해 처리하였다. EM은 결측자료의 분포

의 모양을 가정하고, 그 분포 하에서 결측치에 대한 우도값을 추정하는 접근법으로 실제자

료에 가장 근접하게 추정되는 결측치 대체법 중 하나이다(Littele & Rubin, 1987; 박경

숙, 1998). EM방식 처리 결과 77개의 결측치가 대체되었다.

3) 다변량 정규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고 있다.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2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성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이변량 산포도가 선형성

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변수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각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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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단변량 정규성 기준은 Curran, West, &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로 설정하였

다.

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검토하는 1단계 접근법과 달

리, 일단 먼저 측정모형을 검토하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회귀모형을 

검토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단계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측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것이 인과관계의 오류와 구분되지 않아 해석적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측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하고, 후에 측정모형

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연구모

형의 잠재변인과 관찰변인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모형은 

주로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모형 중의 하

나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모수를 확인하여 측정모형

의 안정성을 판단하며, 요인적재량 및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을 통해 관찰변인들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관찰변인들의 다중상관자승( )을 확인함으로써 

관찰변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2)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잠재변인 사이의 영향 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우선,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와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구

조회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모델 적합도의 유일

한 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Tanaka, 1987), 여러 가지의 적합지수를 이

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모형 특성에 따라 적합도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



- 62 -

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Ⅲ-11>과 같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적합기준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85

S-RMR ≤ .08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TLI(Tucker & Lewis Index)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간명접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60

PNFI(Parsimony NFI) ≥ .50, .60

PCFI(Parsimony CFI) ≥ .50, .60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표 Ⅲ-11> 적합지수 해석 기준

이어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모형 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모형 내 내생

잠재변인에 대해 다중상관자승(  )을 산출하여 변인들이 모형을 통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지는 함께 살펴보았다. 다중상관자승 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

록 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효과의 분해를 통해 최종 구조방정모형의 변인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때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

효과란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효과와 간점

효과의 합을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총효과라고하며, 총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

과로 분해하는 것을 효과분해라고 한다. 효과 분해를 통해 변인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하

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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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430부

로 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39명으로 55.6%, 여성이 191명으로 44.4%의 비율을 보였

으며, 학년은 1학년이 95명으로 22.1%, 2학년이 108명으로 25.1%, 3학년이 107명으로 

24.9%, 4학년 이상이 120명으로 27.9%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에 따른 분포는 인문·사회

계열이 247명으로 57.4%, 자연·공학계열이 183명으로 42.6%의 비율로 나타났다. 소재 

지역에 따른 분포는 수도권 소재가 158명으로 36.7%, 비수도권 소재가 272명으로 63.3%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239 55.6

여학생 191 44.4

학년

1학년 95 22.1

2학년 108 25.1

3학년 107 24.9

4학년 이상 120 27.9

전공
인문·사회계열 247 57.4

자연·공학계열 183 42.6

소재 지역
수도권 158 36.7

비수도권 272 63.3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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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치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잠재변인인 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 각

각의 잠재변인들은 1~4개의 관찰변인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실제 

범위 등의 개괄적인 기술 통계치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변인 응답가능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환산평균

진로적응성 24-120 69 120 92.92 9.83 3.87 

관심 6-30 15 30 23.69 3.04 3.95 

통제 6-30 14 30 23.68 3.10 3.95 

호기심 6-30 14 30 22.67 3.10 3.78 

자신감 6-30 16 30 22.88 3.22 3.81 

사회적 지지 25-125 68 120 95.80 11.61 3.83

정서적 지지 7-35 19 35 27.41 3.53 3.92 

정보적 지지 6-30 14 30 22.86 3.18 3.81 

물질적 지지 6-30 14 30 22.21 3.09 3.70 

평가적 지지 6-30 16 30 23.30 2.96 3.88 

자아존중감 10-50 21 50 37.90 6.20 3.79 

자아존중감 - - - - - -

자기주도학습 40-200 96 184 133.06 15.90 3.33 

학습계획 15-75 29 69 49.88 7.45 3.33 

학습실행 14-70 31 66 48.03 6.20 3.43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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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응성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들의 평균을 5점을 만점으로 한 환산평균으로 살

펴보면, 모든 값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심은 3.95, 통제는 3.95, 호기심 3.78, 자신감 3.81로 호기심이 상

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진로적응성 전체의 평균은 3.87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

지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들의 환산평균을 살펴

보면, 정서적 지지는 3.92, 정보적 지지는 3.81, 물질적 지지는 3.70, 평가적 지지는 

3.8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물질적 지지가 낮고 정서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

지 전체의 평균은 3.83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으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의 환산평균을 살펴보면 3.79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로, 그 값이 증가할수

록 자기주도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들의 환산평균을 살펴보면, 학습계획이 3.33, 

학습실행이 3.43, 학습평가가 3.51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 전체는 3.33으로 보통 이

상의 학습능력을 나타냈다.

나.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L:Maximum Likelihood)과 

일반최소자승법(GLS:Generalized Least Squares)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다. 따

라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만족해야한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변인

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 <표 Ⅳ-3>과 같다.

왜도와 첨도의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왜도나 첨도의 값 자체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왜도 절대 값이 3.0, 첨도 절대값이 8.0보다 크면 정규성을 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김대업, 2008).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이 3.0 미만, 첨도 절대값

이 8.0 이하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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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지수 결정률(C.R.) 지수 결정률(C.R.)

진로적응성

관심 15 30 0.086 0.725 -0.205 -0.866

통제 15 30 0.043 0.368 -0.145 -0.615

호기심 14 30 0.085 0.716 -0.19 -0.804

자신감 16 30 0.254 2.147 -0.323 -1.366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9 35 0.013 0.107 -0.343 -1.451

정보적 지지 14 30 0.264 2.236 -0.183 -0.776

물질적 지지 14 30 0.13 1.104 -0.067 -0.286

평가적 지지 16 30 0.154 1.307 -0.252 -1.06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21 50 -0.122 -1.032 -0.558 -2.362

자기주도학습

학습계획 29 69 -0.151 -1.278 0.038 0.159

학습실행 31 66 0.213 1.806 -0.118 -0.498

학습평가 21 50 0.145 1.23 0.186 0.788

Multivariate 20.273 11.467

<표 Ⅳ-3> 관찰변인의 일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다변량의 정규성의 경우, 유의도 .05 수준에서 다변량 첨도지수가 20.273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대우도법의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미지수 추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계수, 2010). 적정한 표본의 기준은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2010)에 따라, 데이터가 비정규자료일 때 모수와 응답자수가 1:15의 비율로 가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추정모수는 잠재변인의 수 4, 잠재변인간의 공분산 6, 경로계수 8

(지표변인 제외), 측정오차의 수 11(자아존중감의 관측변인은 1로서 측정오차에서 제외)개

로 총 29개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적정한 표본의 수는 435명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430명과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최대우도법 활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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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

선성의 진단은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기준

으로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다중공선성 판단 기준 값은 공차(Tolerance)의 값이 .10보다 크거나 분산팽창지수(VIF)

가 10보다 작을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랐다(Kline, 2010). 각 관

찰변인의 공차가 .213~.544의 값을, 분산팽창지수는 1.840~4.691의 값으로 나타나, 관

찰변인들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지니고 있으나,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인 공차(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진로적응성

관심 - -

통제 .510 1.961

호기심 .537 1.863

자신감 .503 1.987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213 4.691

정보적 지지 .278 3.597

물질적 지지 .339 2.951

평가적 지지 .251 3.988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544 1.840

자기주도학습 　 　

학습계획 .495 2.020

학습실행 .532 1.880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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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인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변인간의 상관관계 행렬은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진로적응성

1  관심 1

2  통제 .433*** 1

3  호기심 .464*** .546*** 1

4  자신감 .424*** .591*** .518*** 1

 사회적 지지

5  정서적 지지 .322*** .374*** .312*** .358*** 1

6  정보적 지지 .310*** .328*** .324*** .353*** .795*** 1

7  물질적 지지 .273*** .300*** .271*** .343*** .749*** .761*** 1

8  평가적 지지 .409*** .432*** .377*** .435*** .832*** .767*** .699*** 1

 자아존중감

9  자아존중감 .286*** .517*** .329*** .510*** .529*** .474*** .364*** .509*** 1

 자기주도학습

10  학습계획 .454*** .422*** .546*** .458*** .248*** .271*** .240*** .323*** .312*** 1

11  학습실행 .381*** .362*** .421*** .421*** .332*** .321*** .226*** .395*** .359*** .589*** 1

12  학습평가 .372*** .400*** .485*** .460*** .330*** .308*** .210*** .353*** .346*** .570*** .577***

주) *p<.05, **p<.01, ***p<.001

<표 Ⅳ-5>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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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 분석

이 연구의 잠재변인인 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주1) 자아존중감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시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을 직접 지정했음. 
이 연구에서는 불편추정치로써의 오차분산을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와 측정오차의 관계를 이용한 공
식인 ‘오차분산=(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을 활용하여 오차분산을 추정하였음

주2)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정 불가
주3) *p<.05, **p<.01, ***p<.001
주4) 계수는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로 표기함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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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확인적요인분석(CFA) 모형은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얻기 위해 

설정되는 측정모형의 중의 하나로,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는 확인적요인분석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보고할 때 제시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적합도지수로 제시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와 기타지수까

지 총 11개로, 적합도지수별 측정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적합도지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값이 GFI가 .936, AGFI가 .898, 

S-RMR이  .042로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증분적합지수 값이 NFl가 

.941, IFI가 .957, TLI가 .941, CFI가 .956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켰다. 또한 간

명적합지수 PRATIO가 742와 PNFI .699, PCFI.710으로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

켰으며, 기타지수인 RMSEA도 .079로 좋은 편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분석 결과 적합 여부

절대적합지수(absolut fit index)

적합지수(GFI) ≥ .90 .936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 .85 .898 적합

표준잔차평균자승이중근(S-RMR) ≤ .08 .042 적합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 .90 .941 적합

증분적합지수(IFI) ≥ .90 .957 적합

터커-루이스지수(TLI) ≥ .90 .941 적합

비죠적합지수(CFI) ≥ .90 .956 적합

간명접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PRATIO(parsimony ratio) ≥ .50, .60 .742 적합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 .50, .60 .699 적합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 .50, .60 .710 적합

기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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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적합
.079 적합

<표 Ⅳ-6>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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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앞서 살펴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

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김대업, 2008), 보다 엄격한 타당

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인부하량과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한 수렴타당도와,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한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수렴타당로란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

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Bagozzi와 Yi(1991)에 따르면 확인적요

인분석에서 표준화계수가 .50이상 이면 관찰변인들이 강한 수렴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판

단한다.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진로적응성 관심 ← 진로적응성 0.747 .600 0.064 11.583***

통제 ← 진로적응성 0.950 .748 0.064 14.926***

호기심 ← 진로적응성 0.909 .716 0.066 13.832***

자신감1)← 진로적응성 1 .758 - -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1)← 사회적 지지 1.234 .923 0.042 29.347***

정보적 지지 ← 사회적 지지 1.052 .873 0.041 25.642***

물질적 지지 ← 사회적 지지 0.951 .813 0.043 22.216***

평가적 지지 ← 사회적 지지 1 .891 -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 - -

자기주도학습 학습계획 ← 자기주도학습 1.537 .783 0.107 14.332***

학습실행 ← 자기주도학습 1.219 .746 0.086 14.243***

학습평가1)← 자기주도학습 1 .752 - -

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p<.05, **p<.01, ***p<.001

<표 Ⅳ-7>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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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경우는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600~.92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로 위에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측정모형에서 모든 

C.R. 값이 11.583~29.347로 2.58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요인부하량이 유의수준 .001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찰변인을 추가 또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변별타당도는 각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통해 각 추정된 각 잠재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Ⅳ-8>과 같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진로적응성 ↔ 자기주도학습 .796

자기주도학습 ↔ 자아존중감 .475

진로적응성 ↔ 자아존중감 .643

자아존중감 ↔ 사회적 지지 .590

자기주도학습 ↔ 사회적 지지 .449

진로적응성 ↔ 사회적 지지 .555

<표 Ⅳ-8>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80~1.00인 경우 강한 상관관계로 판단되는데(Rea, Parker, 2005), 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 계수는  .590~.796으로 나타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

인은 없어서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진로적응성과 자기주도학습의 

경우 .796으로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신뢰도의 경우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을 관찰변인의 적합분산을 나눈 값과 1과의 차

이를 의미하는 수치인 다중상관자승(R2)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측정모델의 R2은 잠재변

인이 관찰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변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0.5이상의 값을 가지면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본다(배병렬, 2011).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관찰변인의 R2은 다음 <표 Ⅳ-9>와 같다. 

분석 결과, 단일 관찰변인 구조인 자아존중감과 관심(.360)을 제외하고는 모두 .5이상으

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심 요인은 개인의 일

관된 성향을 측정하기 보다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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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실제 관심을 측정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관심의 수준과 함께 계획 및 실천적 행동

을 포괄하는데, 이는 개인의 상황적 요소인 학년과 졸업 후 진출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오차분산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모델 해석

에 있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변인 다중상관자승(R2)

진로적응성 관심 .360

통제 .560

호기심 .513

자신감 .575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852

정보적 지지 .762

물질적 지지 .661

평가적 지지 .79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131

자기주도학습 학습계획 .612

학습실행 .556

학습평가 .566

<표 Ⅳ-9>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다중상관자승(R2)

4. 가설적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 구조모형을 통해 각각의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앞서 연구의 모형

에서 설정된 가설적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

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

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Ⅳ-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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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정 불가
주2) *p<.05, **p<.01, ***p<.001
주3)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값임

[그림 Ⅳ-2]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가설 2-1.

H1: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H0: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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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총 11개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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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분석 결과 적합 여부

절대적합지수(absolut fit index)

적합지수(GFI) ≥ .90 .936 적합

조정적합지수(AGFI) ≥ .85 .898 적합

표준잔차평균자승이중근(S-RMR) ≤ .08 .042 적합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 .90 .941 적합

증분적합지수(IFI) ≥ .90 .957 적합

터커-루이스지수(TLI) ≥ .90 .941 적합

비죠적합지수(CFI) ≥ .90 .956 적합

간명접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PRATIO(parsimony ratio) ≥ .50, .60 .742 적합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 .50, .60 .699 적합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 .50, .60 .710 적합

기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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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적합
0.79 적합

<표 Ⅳ-10> 가설적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절대적합지수 값이 GFI가 .936, AGFI가 .898, S-RMR이  

.042로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증분적합지수 값이 NFl가 .941, IFI가 

.957, TLI가 .941, CFI가 .956으로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켰다. 또한 간명적합지

수 PRATIO가 .742와 PNFI .699, PCFI .710으로 나타나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

시켰으며, 기타지수인 RMSEA도 .079로 좋은 편으로 나타나 11개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

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적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적절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관과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되었으며,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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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적 구조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

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Ⅳ-11>에 제시되었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사회적 지지 → 자아존중감 1.046 .590 0.083 12.659***

사회적 지지 → 자기주도학습 0.463 .259 0.118 3.937***

자아존중감 → 자기주도학습 0.325 .322 0.069 4.73***

사회적 지지 → 진로적응성 0.084 .112 0.039 2.123*

자아존중감 → 진로적응성 0.121 .287 0.024 5.049***

자기주도학습 → 진로적응성 0.255 .609 0.026 9.769***

주) *p<.05, **p<.01, ***p<.001

<표 Ⅳ-11>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이와 함께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확인해봄으로써,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중상관자승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

와 같은 의미로 외생잠재변인에 대한 설명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이훈영, 2008). 내생잠

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은 <표 Ⅳ-1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약 35%, 자기주도학습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의해 약 27%, 진로적응

성은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에 의해 약 73%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외생잠재변인으로 다중상관자승이 제시되지 않는다.

변인 다중상관자승(R2)

사회적 지지 -

자아존중감 .348

자기주도학습 .269

진로적응성 .731

<표 Ⅳ-12> 가설적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R2)



- 77 -

다.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영향 관계

1) 효과의 분해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최종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 2,3,4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생잠재변인과 외

생잠재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판단한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에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접효과와 직접효

과의 합을 총효과라고 한다.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후, 이와 함께 분해된 효과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C.R.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부트스트랩
추정p값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부트스트랩
추정p값1)

 사회적 지지→
  진로적응성

.084* .112 2.123 .332** .443 .036 .415** .555 .004

사회적 지지→
 자아존종감→
  진로적응성

- - - .127 .169 - - - -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

- - - .118 .158 ㅡ - - -

사회적 지지→
 자아존종감→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

.087 .116 - - - -

 자아존중감→
  진로적응성

.121*** .287 5.049 .083** .196 .004 .204** .484 .004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

- - - .083 .196 - - - -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

.255*** .609 9.769 - - .255** .609 .004

1) 부트스트랩 신뢰수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 1000개
주) *p<.05, **p<.01, ***p<.001

<표 Ⅳ-13> 효과분해를 통한 변인 간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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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주는 간접효과는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간접효과와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간접효과의 합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Amos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특정 경로를 통한 

간접효과를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라 하는데(Preacher & Hayes, 

2008), 특정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도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판단하였다.

2) 진로적응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영향 관계

가설 2-1.

H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경로계수 β는 .112(p<.0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가설 2-2.

H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158 (.259×.609)(p<.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

하고 가설 2-2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주도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친다.

가설 2-3.

H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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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효과는 

.116(.590×.322×.609)(p<.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친다.

가설 3-1.

H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0: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경로계수 β는 .287(p<.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가설 3-2.

H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0: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196(.322×.609)(p<.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

고 가설 3-2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자기

주도학습을 매개로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친다.

가설 4.

H1: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성의 경로계수 β는 .60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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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자기

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5.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

도학습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관계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

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이 진로적응성의 분산의 

7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

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각각의 변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의 매개변인 역할을 확인함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

은 상황에서도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질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개인의 전문성을 개발해나가는데 주요능력으로 밝혀져 왔으며

(유현숙 외,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진로성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자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들은 대부

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천경희, 박원균, 이상숙, 2010),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영역으로 바라보았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도 대학생

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지원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본 연구 결과는 그 동안의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환경요인

과의 관계에만 집중했던 반면 실제 학습능력인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성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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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진로발달 및 적응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주도학습의 통합적인 예측모델

은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있어 실천적 방향성을 제공하고, 진로성공을 위한 진로개발의 필

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와 함께 학습능력이 진로발달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대학 내에

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연구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논의

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

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 변인들을 매개로도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예

진, 2010, Blustein. 1997; Creed at al., 2009; Kennyd & Bledsoe, 2005; Hirschi, 

2009)와 일치한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인데, 자아

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 변인의 직접효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간접영향을 미치

는 간접경로인데, 간접경로는 ‘사회적 지지→자아존중감→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자아존중감→자기주도학습→진로적응성’의 

3개의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간접경로에 대한 효과크기는 자기주도학

습을 매개로 한 경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다른 간접경로와의 효과크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지지자원을 인식하고 있는 개인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며. 학생의 신분인 대학생은 사회적 지지

와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한 진로개발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진

로적응성을 높이게 된다. 즉,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높이는데 있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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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주변 타인들에 의한 제공되는 지지자원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

고, 사회적 지지 자원을 획득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인간관계의 변화 및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자 

중·고등학교 시기의 타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다. 심리적인 독립이 이루

어지고 집중적인 진로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학생은 불안과 갈등을 느끼지만, 

진로개발에 대한 자기책임이 가중되면서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 그러

나 이는 개인차원에서만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위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 및 실질적 지원 역시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인 성숙과 적응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의 일

생의 적응체계에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최지현, 2008), 대학생활 동안 새

로운 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사람들은 만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며 자신의 틀을 깨는 

경험 등을 통해 개인의 새로운 발달 국면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자치활동, 교내 학생지원 프로그램, 외

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지지 자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

어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선후배 사이의 유대관계 형성 

및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망 형성을 돕는 등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결과는 충분한 사회적지원이 있더라도 동기적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주도적인 개발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높은 진로적응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사회적 지지

는 진로적응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변인이었으나(Duffy, 

2010; Hirschi, 2009; Yousefi, 2009),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인의 동기적 요인 및 

학습능력이 개발되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주

도학습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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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Duffy, 2010; 

MCArdle et al., 2007)와 일치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이 학업수행, 대인관계, 삶의 양식 

등 광범위한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한다는 연구(DuBois & Flay, 2004)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며, 둘째는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간접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로, ‘자아존중감→자기주

도학습→진로적응’의 경로다. 각 경로에 대한 효과크기는 직접경로가 간접경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

능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적응성의 수준에 있어 개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목표

지향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도록 하여, 진로개발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의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진로적

응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을 검증하고 타인으로

부터 승인과 평가를 얻음으로써 진로발달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기평가, 중요한 영역에서의 성공, 사회의 가치인식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원천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비판적 성찰을 통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선 순환하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Kifer(1978)의 연구결

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높으며, 그 효과는 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우수 등 학교에서의 성공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이에 근거하면 대학생 시

기에 획득한 자아존중감은 이후 사회로 이행하여 나갔을 때도 발전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동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진로적응성 수준의 향상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이 지속성을 갖는다면, 자아존중감 향상과 함께 만성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

내는 학생들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학 중인 대학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

거나, 희망하는 전공과 다른 선택을 한 학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낼 수 있다. 

청년기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은 사람들은 성인으로 성장하여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경제적으로 더 가난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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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Trzesniewski et al, 2006), 청년기에 속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심리적,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간접경로에 비해 직

접경로에 대한 효과크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효과 크기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자아존

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

업성취는 정적 상관이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는데, 자아존중감이 일상 활동을 

하는 데에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도전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의 영향력은 매우 크

게 작용한다는 Baumeister et al.(2003)의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즉, 자아존중감

은 일상적인 상황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때의 요구되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

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Brown & Mankowski(1993)에 따르면, 자아존

중감이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사건에서 반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주장은 실제 행동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영향을 미치나, 그 과정에 여

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성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와 일치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적응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진로적응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학풍토는 대학생

의 학습을 체계적인 연구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영역으로 여겨왔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은 미비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미국, 영국, 호주를 비

롯한 주요 국가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습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을 증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진로성공을 이루

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개인의 학습역량을 위한 마지막 점검 및 준

비의 시간이 바로 대학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고,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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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온 학생들은 학습과정에 있어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고 개방성 또한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유현숙 외, 2011). 실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교육을 어렵게 느끼

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습전략이나 기술 등의 정보부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봤

을 때(이재경, 2006), 대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개발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araevil과 

Hall(2006)의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만, 경험

의 양적인 측면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학습지원 및 학습역량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집단학습,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시도

해볼 수 있으며, 수업 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학습의 중요성에 따라 각 대학은 교수학습개발원을 설립하고 각 대학의 특징에 

적합한 대학생의 학습역량개발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

학생이 개발해야하는 학습역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대학생의 학습역량개발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박성희, 배상확, 2008), 중·고등학교 

시절과 다르게 나타나는 대학생의 특성(이선영, 1997)이 반영된 학습에 대한 연구 또한 활

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진로개발의 접근은 ‘현 사회에

서 대학은 대학에 지불되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

학교육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물음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수준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서의 

이루어지는 학습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학교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 

진학의 목적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진로개발을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Niles & Harris-Bowlsbay, 2009), 대학은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변화

하는 사회 환경에서도 진로성공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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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

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

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간의 구조방정

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

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2012년을 기준으로 4년

제 일반대학의 재학생 수는 1,484,231명이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수도권 3개 대학 240명, 비수도권 4개 대학 

320명을 전공계열과 학년을 고려하여 총 56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적응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과 일반적 특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진로적응성 도구는 Savickas　& Prifeli(2012)가 개발한 CAAS를 

Tak(2012)이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24문

항으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08~.851었다. 사회적 지지 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

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4요인 25문항으로 내적일치도 계수는 .763~.832로 나타났다. 자

아존중감 도구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도구를 하유진(2006)이 번안한 도구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단일척도 10문항으로 내적일치도 계수는 .869로 나타났다. 자

기주도학습 도구는 이석재 등(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주도 학습능력척도를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3요인 39문항으로 내적일치도 계수는 

.722~.822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560부의 

중 485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6.6%).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430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 자료율 76.8%). 자료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

와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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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

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

주도학습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값(GFI .936, AGFI .898, S-RMR  

.0416)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증분적합지수 값(NFl .941, IFI .957, TLI 

.941, CFI .956)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켰다. 또한 간명적합지수 값(PRATIO 

.742, PNFI .699, PCFI .710)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시켰으며, 기타지수인 

RMSEA도 .079로 좋은 편으로 나타나 11개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112로 나타

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며 미치는 간접효과의 경로

계수는 .158,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의 경로계수는 

.116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대학

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사

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은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287로 나타

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진로적응성에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의 경로계

수는 .196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609로 나

타나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자료를 설명하

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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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자

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

으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에 

따라 진로적응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학습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충분

한 사회적 지지가 있다하더라도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존중감과 주도적인 진로개

발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높은 진로적응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의 높은 수준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자아존중감

을 통한 동기부여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다 세부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목표지

향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시켜 개인의 주도적인 진로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청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진로생활을 위해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진로개발을 도와야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직접효과의 크기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자아존중감이 일상 활동보

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높으면 진로적응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대학생의 학습을 개인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여겨

왔던 대학풍토에 학생들의 진로성공을 위해서는 학습역량이 필수적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시절과 다른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은 자기주도학습과 진로개발의 연결고리를 찾아 지식기

반사회의 핵심역량인 학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진로성공

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학생들의 장기적인 진로성공을 위한 진로개발을 계획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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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변인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에 근거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각의 변인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적으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

나 진로개발을 위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학습을 비롯한 기본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진로적응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생의 개별 학습에 대한 관리, 

기본 교과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대학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 네

트워크 형성 등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자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역량을 길러 궁극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대학생의 진로교육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빠른 진로 결정과 취업준비에 집중하기보다 대학생활 동안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간 내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 시기

동안 충분히 자신의 진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로의 개념이 확장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확장된 

진로의 개념을 적용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진로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진로개발을 통해 대학

생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후속연구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연구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아직 진로적응성 관련변인의 관계

를 구명한 실증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각 변인들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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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의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대상의 특

성에 따른 변인 간의 경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대학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자기주

도학습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지

지, 자아존중감의 변인 역시 진로적응성에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개인차원의 노력과 함께 학교 차원의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국내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유현숙 외(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특성 변인이 학생의 학습 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학습을 

비롯한 여러 자치활동과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여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참여여부 등

을 통해 대학의 지원영역과 운영방식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범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주

도학습도구의 측정 문항은 강의에 임하는 태도, 시험과 과제 등의 형식학습을 위주로 구성

되어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대학 생활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은 진로발달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고 각 학습에 

따른 진로발달의 차이를 규명한다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개입

의 방향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진로적응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진로

행동을 구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적응성이 진로성공에 핵심요인으로 널리 알려

져 있고, 변화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진로적

응성의 중요성을 보다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진로 관련 변인들과 진로적응성

의 관계성을 밝혀, 진로적응성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93 -

참고문헌

공민영. (2008). 기업 e-learning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전이와 자기주도성, 전이풍토, 학습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 

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구양미. (2006). 대학의 혼합형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유형에 대한 분석: 실존적, 사회적 

자기주도학습의 가능성. 교육공학연구, 22(1), 161-193.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파주: 학현사.

김만근. (2012).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선수의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지향성 및 경기인지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민정. (2005).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남. (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은. (2006).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변인 분석. 비서학 논총, 15(2), 5-29.

김소영. (2009). 남자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정. (2012). 문화적 자기, 성격유형, 직업가치유형에 따른 진로적응성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재원. (2003).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 행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6(1), 211-242.

김지자, 김경성, 유귀옥, 유길한. (1996).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방안. 평생교육학연구, 2(1), 1-25.

김지현. (2009). 교육에서의 주도성의 문제: 대학 ‘학생개설가의’의 교육적 의의와 함정. 교육원리연구, 

14(1), 133-173.

김진화. (2000). 청소년지도사 자기주도학습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113-130.

김현철. (1997). 표본의 추출과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김혜양, 김금선. (2010). 초등학생용 자기주도학습능력 검사의 탐색 및 개발. 교육종합연구, 8(1), 21-42.

김희수. (2005). 대학생 진로지도의 혁신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94 -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5(3), 39-69.

민혜리, 이희원. (2007). 대학의 교수-학습 질 향상을 위한 해외정책 동향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경숙. (1998). 불완전한 자료에 대한 보완기법. 한국인구학, 1, 162-183.

박도순. (2004). 질문지작성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박성희, 배상확. (2008). 학습포트폴리오를 적용한 대학생의 학습역량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159-179.

박영태, 현정숙. (2002). 자기주도학습력의 이해.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정아. (20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조직 내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진영. (2004).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분석. 교육학연구, 42(2), 247-269.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 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대경.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배영주. (2011). 대학생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학습주도의 양상 탐색. 열린교육연구, 19(4), 213-232.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경애. (2006). 자아 존중감 및 자기결정 동기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3), 177-202.

송종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지지가 이중과제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은령. (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손은령, 김연중.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이차원적 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1-20.

손은령, 이순희. (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신현숙. (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2(3), 

165-192.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Ⅱ: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95 -

유귀옥. (199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현숙, 김남희, 김안나, 김태준, 이만희, 장수명. (2002).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방안 연구(Ⅲ).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임후남, 최정윤, 여승수,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 (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 박승호. (201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명희, 서희정. (2008).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평생진로개발 역량의 탐색. 인간과 문화 연구, 14, 1-31.

이경화, 김은경, 고진영, 박춘성. (2011). 대학생용 학습역량 검사(LCT-CMB)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3), 791-809.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진로결정수준별 공변량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보라, 김미애, & 이기학. (2005). 외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99-112.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열.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선영. (1997). 초, 중, 고, 대학생들의 집단 간 학습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순희. (2012).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예진. (2010). 동기체계이론에 기초한 진로동기수준 군집유형과 진로 적응성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원숙. (1992).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자영, 최웅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이재경. (2006). 대학생들의 학습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이훈영. (2008). 이훈영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임언. (2004). 청년실업에 대비한 진로교육의 방향. 진로교육연구, 17(2), 144-156.

장계영. (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96 -

장계영, 김봉환. (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헉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장원섭. (2008). 사회변화와 진로교육의 방향..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 (pp. 123-146).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은영.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휘숙. (1988). 특정단어에 대한 색 연상과 그 의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인문학 연구논문집, 15(1). 

215-254.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정연순. (2011). 사회적 기업과 청년진로개발. 평생교육학연구, 17(2), 123-144.

정철영. (2011).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서울.

정철영, 김재호. (2011). 대학의 진로교육 실천방안. 선진패러다임을 위한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pp. 

441-462). 서울: 교육과학사

조대연. (2005).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팀내 대인관계 기술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23, 223-242.

조성연, 홍지영. (2010).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 

연구, 11(3), 1099-1115.

조은혜. (2011). 취업준비활동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태현, 이정란, 현영섭. (2012). 전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적응성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5(1), 77-102. 

조현주.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의 관계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 및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61-75.

조화진. (2004).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주용국. (2003). 평생학습 주체로서의 개인의 주도적 역할 인식. 직업과 인력개발, 6(5), 12-17.

진영은, 이진욱. (2007).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221-249.

천경희, 박원균, 이상숙. (2010). 의과대학에서의 교육풍토,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창의적 사고에 대한 고찰. 

사고개발, 6(1). 179-200.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의과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이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4), 

161-177.

최성용. (2006).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와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FI의 타당화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97 -

최임숙, 서래원. (2008). 대학생의 학습 모둠 활동과 자기주도 학습, 학교 적응 행동의 관계. 인문학연구, 35(2), 

411-440.

최지현. (2008).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유진. (2006).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20,30대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현대경제연구원. (201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경제주평, 482호.

홍성례. (201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4), 71-92.

홍영표. (200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정은. (2005).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능력,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llport. G. W. (1961). Pattern&Growth in Personality. NY: Rinhear.

Amundson, N. E., Harris-Bowlsbey, J., & Niles, S. G. (2013). 진로상담 과정과 기법 (이동혁, 황매향, 

임은미 역). 서울: 학지사.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agozzi, R. P., & Youjae Yi. (1991).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in Consumer Reserch.”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4), 426-439.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Benson, P.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Harlow: Longman.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78-117.

Berdnet, A.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Graduate Students’ Growth as 

Self-Directed Learners. Master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pp. 115-160). CA: 

Academic Press.



- 98 -

Blustein, D. L. (1997). The Role of Work in Adolescent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4). 381–389.
Bridges. (2001). Transitions: Making sense of life’s changes. Cambridge, MA: Da Cape Press.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02-111.

Brockett, R. G., & Hiemstra, R. (1985). Bridging the theory–practice gap in self‐directed learning.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25, 31-40.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Brown, S. D., & Lent, R. W. (Eds.). (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NJ: John Wiley & Sons.

Bynner, J. & Parsons. S. (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ning(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289-309.

Byrne, B. M. (1996). Measuring self-concept across the life span: Issue and instrument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appellen, T., & Janssens, M. (2008). Global managers' career competencie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6), 514-537.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 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Chene., A. (1983). The conceps of autonomy: a philosophical discuss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34(1), 38-47.

Chien, M. H. (1998). Moving Toward a Lifelong learning Society: The relationship of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and Resource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Dakota.

Cobb, S. (1976). Presidential Addres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99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Conn, AB. (2000).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Workplace. Unpublishe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Cook, S. W. (1985). Experimenting on social issues: The case of school desegregation. American 

Psychologist, 40(4), 452-460.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F: W. H. Freeman and Company.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2nd ed.). Palo Alto, Calif.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Combs. A. W. (1964). The Personal approach to good teaching. Education Leadership, 21, 369-377.

Creed, P. A., Fallon, T. & Hood,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person and 

situation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 

219-229.

Creed, P. A., Patton, W., & Bart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 42-61.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o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 1(1), 16-29.

Cutrona, C. E., & Russell, D. W. (1990). Type of social support and specific stress: Toward a theory of 

optimal matching.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for students at risk. Psychology in the Schools, 39(3), 305-316.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 Robins, R. W. (2006). Personality and self-esteem developmnet 

in adolescence. In D. K, Mroczek & T. D. Little (Eds.), Handbook of Personality Development, 

Mahwah, NJ: Erlbaum.

DuBois, D. L. & Flay, B. R. (2004). The Healthy Pursuit of Self-Esteem: Comment on and Alternative to 

the Crocker and Park (2004)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15-420.

Duffy, R. D. (2010). Sense of Control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4), 420-430.

Field, L. (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Guglielmino'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dult Education Quarterly, 39(3), 125-139.



- 100 -

Fugate, M., Kinicki, A. J., & Ashforth, B. E. (2004). Employability: A psycho-social construct, lts 

dimension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 14-38.

Garrison, D. R. (1997). Self-directed learning: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48(1), 18-33.

Germeijs., V., & Verschueren, K. (2007).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ces for choice implementation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2), 223-241.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o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oodman, J., Schlossberg, N. K. & Anderson, M. L. (2006).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linking 

practice with theory(3rd ed).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L.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NJ: Pearson Education. 

Hall D. T., & Mirvis, P. H. (1996). The new protean career. Psychological success and the path with a 

heart. In D. T. Hall & Associates (Eds.), The career is dead-Long live the career: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s (pp. 15-45).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Harter, S. (2006).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A sourcebook of 

current perspectives, 144-150.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Preven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7-103.

Henderson, A. S. (1984).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social suppor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19(2), 49-52.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Hoban, J. D., Lawson, S. R., Mazmanian, P. E., Best, A. M., & Seibel, H. R. (2005).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 factor analysis study. Medical Education, 39(4), 370-379.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Joseph, J. M. (1994). The Resilient Child, Preparing Today’s Youth for Tomorrow’s World, Net Work: 

Plenum Press.



- 101 -

Jordaan, JP. (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42-78.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Karaevli, A., & Tim Hall,, D. T. (2006). How career variety promotes the adaptability of managers: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3), 359-373.

Kenny, M. E., & Bledsoe, M. (2005). Career adaptability in context: The role of support, barriers, and 

peer school belief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257-272.

Kifer, E. (1978). The impact of schooling on perceptions of self. Self-concept symposium, Boston. 

September-October.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제 2판). 서울: 학지사.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Y: Cambridge 

Book Co.

Koen, J., Klehe, U. C., & Van Vianen, A, E.M.  (2012). Training career adaptability to facilitate a 

successful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 395-408.

Kracke, B. (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1), 19-30.

Krause, N. (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4), 512-519.

Lang, F. R., & Heckhausen, J. (2001). Perceived control over develop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Differential benefit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09-523.

Lazarus, R. J. (1991). The tragedy of distrust in the implementation of federal environmental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4(4), 311-374.

Lent R. W., Brow,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ail congnitive theory of career 

academic interest, choicee, and perfo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Little, R, & Rubin, D. (1987).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NY: Joha Willely & Sons.

Long, H. B., Agyekum, S. K., & Stubblefield, C. H. (1995). Origin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New dimensions in self-directed learning, Norman: Public Managers Center,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Oklahoma.

McArdle, S., Waters, L., Briscoe, J. P., & Hall, D. T. (2007). Employability during unemployment: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2), 

247-‐264.



- 102 -

McCorkle, B. H., Rogers, E. S., Dunn, E. C., Lyass, A., & Wan, Y. M. (2008). Increasing social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evaluating the compeer model of intentional friendship.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4(5), 359-366.

McCune, S. K., Guglielmino, L. M., & Garcia, G. (1990). Adult self-direction in learning: a preliminary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research us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dva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research. Norman, Okla: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Oklahoma, 145-56.

Mincer., J. (1988). Job Training, Wage Growth, and Labor Turnov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690.

Morrison, TL., & Morrison, RL. (1978). Self-esteem, need for approval and self-estimates of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43, 503-507.

Morf, C. C. (2003). The self as a psycho-social dynamic processing system: A meta-perspective on a 

century of the self in psychology. In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ed.MLeary, J Tangney, pp. 

15–43. New York: Guilford.

Neuenschwander, MP., & Garrett, JL. (2008). Causes and consequences of unexpected educational 

transitions in Switzerland. Journal of Social Issuses, 64(1), 41-58.

Ng. T. W. H., & Feldman, D, C. (2007).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role indentity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114-134.

Niles, S. G., &  Harris-Bowlsbay, J. (2009).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21st Century(33h 

ed.). New Jersey: Pearson Educaation. 

Nota, L., Ginevra, M. C., & Soresi, S. (2012). The Career and Work Adaptability Questionnaire (CWAQ): 

A first contribution to its valid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5(6), 1557-1569.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Y: McGraw Hil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Paris: OECD.

Pascarella, E. T. (1985). College environmental influences on learning and cognitive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1(1), 1-61.

Patton, W., Bartrum, D. E., & Creed, P. A. (2004). Gender differences for optimism, self-esteem, 

expectations and goals in predicting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4, 193-209.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40(3), 879-991.



- 103 -

Peterson, C., & De Avila, M. (1995). Optimistic explanatory style and the perception of health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128-132.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4). Causal explanations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 347-374.

Rea, L. M., & Parker, R. A. (2005). Research methodology: from planning to exesution(3rd ed.). 

SaoPaulo: Pioneira.

Robbins, R. W., Hendin, H. M., & Trzensniewski, K, H. (2001). Measuring Global self-Esteem: Construct 

Validation of a Single-Item Measur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27(2), 151-161.

Robert E. F. (2009). 인간의 동기 (강갑원, 김정희 역. 제6판). 서울: (주) 시그마프레스.

Rogers, C. R. (1971). Person to person: The problem of being human.

Rogers, M. E., Creed, P. A., & Ian Glendon, A.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d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205-246). Orlando, FL : Academic Press.

Ross, C. E., & Broh, B. A. (2000). The roles of self-esteem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process. Sociology of Education, 270-284.

Sabbaghian, A. S. (1979). Adult self-directedness and self-concept: An exploration of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Santrock, J. W. (2006). Life-Span Development 3E. Tata McGraw-Hill Education.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27-139.

Savickas, M. L. (1997).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ap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P., Duarte, M. E., Guichard, J., Soresi, S., Esbroeck, 

R, V., Vianen, A. E.M.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239-250.



- 104 -

Savickas, M, L. (2011). New questions for vo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3), 

251-258.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80, 661–673.
Schlossberg, N. K. (1981). A model for analyzing human adaptation to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 2-18.

Schultheiss, D. E.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41.

Schwarzer, R., Knoll, N., & Rieckmann, N. (2004). Social support. Health psychology, 158-182.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it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9, 194-201.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mwn S. D. Brooks, 

L.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Oxford: Jossey-Bass publishers.

Tafarodi, R. W., & Swann Jr, W. B. (1995). Self-liking and self 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2), 322-342.

Tak, J. K.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12-715.

Tanaka, J. (1987). “How Big is Enough? Sample Size and Goodness-of-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Latent Variables”Child Development, 58, 134-146.

Tiedman, D. V., & O’Hare,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net. N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Tough, A. (1978). Major learning efforts: Rec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Adult Education 

Quarterly, 28(4), 250-263.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Moffitt, T. E., Robins, R. W., Poulton, R.,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81-390.

Valentiner, D. P., Holahan, C. J., & Moos, R. H. (1994). Social support, appraisals of event controllability, 

and coping: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6), 

1094-1102.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105 -

West, R. F., & Bentley, E. L. (1990).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Lisrel modeling.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in 

self-directed learning.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78-89.

Wenz-Gross, M., Siperstein, G. N., & Untch, A. S.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2), 129-151.

Wright, R. (2001). Self-certainty and self-esteem. In T. J. Owens, S. Stryker, & N. Goodman (Ed.), 

Extending self-esteem theory and research (pp. 101-134).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 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rev. 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Yousefi, Z., Abedi, M., Baghban, I., Eatemadi, O., & Abedi, A. (2009). Pers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Predicting Career Adaptability in Young Adult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4(1), 263-271.





- 107 -

[부록 1] 설문지 (예비조사용)

‘대학생의 학습과 진로발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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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7~10 분 정도

가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

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

석사과정 정 지 은

지도교수 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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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를 쌓아나가는데 활용되는 강점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능력(또는 강점)을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1616 (나는) 일을 처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717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18 (나는)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919 (나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2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21 (나는) 새로운 스킬(기술)을 잘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22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23 (나는)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24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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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배우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제가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배울 시간을 내서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습하거나 과제를 할 때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나 시간을 
미리 결정해 둔다.

① ② ③ ④ ⑤

7 매일 해야 할 일의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습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0 5년 후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습을 할 때는 주로 교재나 노트필기 외에도 다양한 참고문헌을 가지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관심 있는 친구나 동료들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
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나 전문가를 찾아서 꼭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시험이나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
으로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공부할 때는 공부가 잘되는 장소로 가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깊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이 재촉하지 않아도 내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과제를 항상 기한에 맞게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20 준비물이나 과제, 교재 등을 잊어버리고 학습장소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강의시간에 속도가 느려서 다 못 적은 것이 있으면 강의가 끝나고 꼭 적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강의 중 강사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강의시간에 강사가 강조하거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적어둔다. ① ② ③ ④ ⑤

25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노트에 필기한 것을 다시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26 과제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과제나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누군가 도와주어야 다 끝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여러분이 자기 발전을 위한 학습 관련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여러분의 행동의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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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28 무슨 일이든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 ① ② ③ ④ ⑤

30 힌 가지 일을 하다가도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
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성적에는 운이 많이 작용하므로 운이 좋기만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33 추진한 과제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 추진과정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34 성적이 잘 나오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시험성적이 잘 안 나오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가 왜 잘 나왔는지, 혹은 왜 못 나왔는지를 스스로 평
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의 공부습관 중 나쁜 습관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계획을 스스로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 성적이나 과제수행결과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이미 끝난 과제라도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남들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삶은 크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때때로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대체로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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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주위사람(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에게 느끼는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고려하여 5칸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를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
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그 상황을 잘 극
복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상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16 (나의 주의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17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일들에 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18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19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20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그것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21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22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23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424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 주고 나의 기
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2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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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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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사범계열 ⑥ 기타

  ※계열을 모르실 경우,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               )

4. 귀하의 현재까지의 학점은? (※4.5점 만점 기준)

① 2.0미만 ② 2.0~2.49 ③ 2.5~2.99 ④ 3.0~3.49 ⑤ 3.5~3.99 ⑥ 4.0이상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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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본조사용)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주도학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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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7~10 분 정도

가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

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

석사과정 정 지 은

지도교수 정 철 영



- 114 -

Ⅰ.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를 쌓아나가는데 활용되는 강점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능력(또는 강점)을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1616 (나는) 일을 처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717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18 (나는)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919 (나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2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21 (나는) 새로운 스킬(기술)을 잘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22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23 (나는)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24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115 -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배우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제가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배울 시간을 내서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습하거나 과제를 할 때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나 시간을 
미리 결정해 둔다.

① ② ③ ④ ⑤

7 매일 해야 할 일의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습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0 5년 후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습을 할 때는 주로 교재나 노트필기 외에도 다양한 참고문헌을 가지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관심 있는 친구나 동료들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
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나 전문가를 찾아서 꼭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시험이나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
으로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공부할 때는 공부가 잘되는 장소로 가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깊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이 재촉하지 않아도 내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과제를 항상 기한에 맞게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20 강의시간에 속도가 느려서 다 못 적은 것이 있으면 강의가 끝나고 꼭 적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강의 중 강사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강의시간에 강사가 강조하거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적어둔다. ① ② ③ ④ ⑤

24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노트에 필기한 것을 다시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과제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과제나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누군가 도와주어야 다 끝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무슨 일이든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여러분이 자기 발전을 위한 학습 관련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여러분의 행동의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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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28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 ① ② ③ ④ ⑤

29 힌 가지 일을 하다가도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
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성적에는 운이 많이 작용하므로 운이 좋기만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32 추진한 과제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 추진과정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33 성적이 잘 나오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시험성적이 잘 안 나오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가 왜 잘 나왔는지, 혹은 왜 못 나왔는지를 스스로 평
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의 공부습관 중 나쁜 습관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계획을 스스로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 성적이나 과제수행결과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이미 끝난 과제라도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남들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삶은 크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때때로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대체로 실패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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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주위사람(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에게 느끼는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고려하여 5칸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를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
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그 상황을 잘 극
복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상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주의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일들에 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그것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주의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 주고 나의 기
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118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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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사범계열 ⑥ 기타

  ※계열을 모르실 경우,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               )

4. 귀하의 현재까지의 학점은?

① 2.0미만 ② 2.0~2.49 ③ 2.5~2.99 ④ 3.0~3.49 ⑤ 3.5~3.99 ⑥ 4.0이상

5. 귀하의 전공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6. 귀하의 대학 입학 시 전형유형은?

① 수시-일반전형 ② 수시-특별전형 ③ 정시-일반전형 ④ 정시-특별전형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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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avickas & Porfeli

(2012)
Tak

(2012)
수정 내용

 관심(concern)

1
Thinking about what 
my future will be like

내 미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한다

1차 수정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

2차 수정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한다

최종문항 (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2
Realizing that today's 
choices shape my 

future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1차 수정
(나는)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2차 수정
(나는)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Preparing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

1차 수정 (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2차 수정 (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4

Becoming aware of 
the educational and 
career choices that I 

must make

내가 해야 할 교육 및 
직업선택에 대해 

인식한다

1차 수정
(나는) 교육적 선택과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차 수정
(나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진로
선택을 알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진
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
Planning how to 
achieve my goals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1차 수정 (나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 계획하고 있다

2차 수정 (나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 계획하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 계획하고 있다

6
Concerned about my 

career
내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1차 수정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2차 수정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최종문항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통제(control)

7 Keeping upbeat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1차 수정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차 수정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최종문항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8
Making decisions by 

myself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1차 수정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2차 수정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최종문항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9
Taking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1차 수정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2차 수정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최종문항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10
Sticking up for my 

beliefs
내 신념에 충실한다

1차 수정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살고 있다

2차 수정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최종문항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11 Counting on myself 내 자신을 믿는다

1차 수정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

2차 수정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최종문항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진로적응성 도구 문항 번안 과정>

[부록 3] 조사도구 수정 및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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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avickas & Porfeli

(2012)
Tak

(2012)
수정 내용

12
Doing what's right for 

me
나에게 적합한 일을 

한다

1차 수정 (나는) 나에게 알맞은 일을 한다

2차 수정 (나는) 나에게 적합한 일을 찾는다

최종문항 (나는)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한다.

 호기심(curiosity)

13
Exploring my 
surroundings

내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1차 수정 (나는) 내 주변에 관심을 갖는다

2차 수정 (나는) 나의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최종문항 (나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14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grow 
as a person

개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찾는다

1차 수정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찾는다

2차 수정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찾는다

최종문항 (나는)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는다

15
Investigating options 

before making a 
choice

선택을 하기 전 
대안들을 탐색한다

1차 수정 (나는) 선택 전에 여러 선택사항을 살펴본다

2차 수정 (나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살펴본다

최종문항 (나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살펴본다

16
Observing different 

ways of doing things
일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들을 탐색한다

1차 수정 (나는) 일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들을 탐색해본다

2차 수정 (나는) 일을 처리할 때 다른 방법들을 탐색해본다

최종문항 (나는) 일을 처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본다

17
Probing deeply into 
questions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숙이 

탐색한다

1차 수정 (나는) 의문점이 생기면 깊이 생각해본다

2차 수정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 깊숙이 살펴본다

최종문항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18
Becoming curious 

about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1차 수정 (나는) 새로운 사건(기회)에 호기심이 있다

2차 수정 (나는)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최종문항 (나는)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자신감(confidence)

19
Performing tasks 

efficiently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1차 수정 (나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차 수정 (나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최종문항 (나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0
Taking care to do 

things well
일을 잘 처리한다

1차 수정 (나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2차 수정 (나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최종문항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21 Learning new skills
새로운 스킬(기술)을

배운다

1차 수정 (나는) 새로운 스킬(기술)을 잘 배울 수 있다

2차 수정 (나는) 새로운 스킬(기술)을 잘 배울 수 있다

최종문항 (나는) 새로운 스킬(기술)을 잘 배울 수 있다

22
Working up to my 

ability
내 능력을 다 발휘한다

1차 수정 (나는)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

2차 수정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문항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3 Overcoming obstacles 장애를 극복한다

1차 수정 (나는)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다

2차 수정 (나는)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최종문항 (나는)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24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한다

1차 수정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2차 수정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최종문항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 121 -

Abstract

The Casu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by Jieun Jeong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3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self-directed learning of 

undergraduate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1,484,231 students attending 

four-year colleges based on the 2012 record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The research carried out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the ratio of the location of the school and major of the 

students who were attending university. Through this process, 560 students 

from 7 different universities were sampled.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self-directed 

learning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existing scales were used and 

modified to measure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self-directed learning.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nd e-mail from March 27th to April 15th 2013. 

A total of 485 out of 56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430 were us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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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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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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PASW 

Statistics 18.0 and AMOS 18.0.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hypothetical model analysis were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and the prediction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valid. Second, social support of undergraduates had a direct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and an indirect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self-directed learning. Third, self-esteem of 

undergraduates had a direct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and an indirect effect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Fourth, self-directed 

learning of undergraduates had a direct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were suggested: First,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and other variables needs to be investigated with more specific 

populationin further research. Second,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that affect 

career adaptability of the undergraduates need to be identified. Third, process 

of learning which affects career adaptability of the undergraduates is needed to  

analyzed. Fourth, to a study which examines whether career adaptability 

contributes career development would also be meaningful in better 

understanding career adaptability of the undergraduat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Self-Directed Learning

Student Number: 2011-2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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