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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록

청소  진로태도 과 사회 지지, 

회복탄력   진로결 자 효능감  계

교육학 석사학  논문

서울 학교 학원, 2015년

성 동 제

이 연구의 목 은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

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해 회복탄력

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 을 알아보고, 회복탄

력성과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고, 기청

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각각 진로태도성숙과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 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기청소년이다. 그러나 의의 개념으로 기청소년을 부 

악하기는 어렵고 실  제약이 따르므로 의의 개념인 학업을 단하고 공교육

의 제도권에 벗어나 있는 청소년 약 6만 8천명(2013년 기 )을 모집단으로 하 다. 

자료수집을 해 진로태도성숙 척도, 사회  지지 척도, 회복탄력성 척도,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척도, 응답자의 특성 조사문항 등 5가지 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결정성, 목 성, 확신성, 비

성, 독립성의 4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회  지지 척도는 정서  지지, 정보  지

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의 25문항, 회복탄력성 척도는 원인분석력, 감정통제

력, 충동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성, 계성, 커뮤니 이션, 공감능력의 

27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는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

의 목 에 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3일부터 3월19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103부의 자료를 수

집하 으며 이후 8월 4부터 8월 20일까지 24부를 추가 수집하여 수집된 자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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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성실 응답  이상치로 단되는 자료 11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는 116명

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 다. 진로태도성숙,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계를 구명하기 해 Windows SPSS 19.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 으며, 변인별 수 을 구명하기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수 은 모두 보통 이상이다.

둘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하 요인 원인분석력,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

와 하 요인 정보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셋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매개효과를 갖는다.

넷째,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매개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 다. 첫

째,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에 한 종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외에도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를 

매개  조 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청소년의 범 를 보다 넓 서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의 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청소년 진로 련 정책 추

진 시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를 선행 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

주요어: 기청소년,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  번: 2011-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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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 연구의 필요

최근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의 증가, 빈부격차의 확 에 따른 가족해체와 빈곤

가정 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직 인 보호 상인 

기청소년에 한 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OECD(1996)의 정의에 따르면 ‘ 기청소년이란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함으로 인

하여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정 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서는(Cunningham, Cohan, Naudea, & McGinnis, 2008) 기청소년을 12-24세 연령층

의 개인 인 성장과 사회 내의 생산시민(노동인구)으로서의 성공 인 통합을 해하

는 환경, 사회, 가족 환경에 처한 청소년으로 정의하 다. 

실제로 기청소년은 성장하여 사회 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로 빠지는 비

율이 일반 청소년 보다 높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락하여 국가 고용

 측면과 복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한국청소년상

담원, 2010). 따라서 기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교육학 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한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사회  비용 비 효과 측면에서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청소년이 올바른 진로방향을 설정하여 매진한

다면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사회 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으로 기청소년은 낮은 진로의식을 갖고 있다(경남숙, 2008). 이는 

기청소년의 진로문제와 련된 변인들의 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기청소년이 진로에 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진로에 한 방향설

정을 할 때 비로소 사회에 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비가 되기 때문이다(청소년

상담연구, 2008). 이러한 측면에서 기 청소년의 진로 선택과 결정에 한 비도 

 성숙수 을 의미하는 진로태도성숙이 요하고 이는 그들의 진로발달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기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개인마다 살아온 환경과 직업에 한 지식, 기 감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다를 것이며 이는 진로태도성숙이 개인의 심

리․사회  변인과 한 계가 있음을 나타낸다(이기학, 1997; 장석민, 임두순, 송

병민, 1991).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아개념, 지능, 내외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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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  배경, 학년 등의 심리․사회  변인들이 진로성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ble, Thomson & Glanstein, 1976; Herr, 1970; 

Reill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련된 사회․환경

 요인과 개인․심리  요인들 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환경  요인으로 사회  지지를 선정하 다. 사회  지지는 개인의 발

달을 진시키고 유연한 응을 돕는 지지자원을 제공해 다는 에서 개인의 

응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인이며(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Chohen & 

Hoberman, 1983; Kracke, 2002; McCorkle, Rogers, Dunn, Lyass, & Wan, 2008), 개

인의 응과 행동문제를 언해 주는 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손원경, 1998). 

다양한 실증연구에서 사회  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히 공격성이나 학교폭력 

등 비행과 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손향숙, 2005; 김문정, 2001; 고윤주, 김 신, 

노주선, 2000; 이 아, 2000; 이은주, 2000; 양돈규, 1997;김 호, 1997; Lee, 1993; 

Asher & Dodge, 1986; Coie & Dodge, 1983). 이는 결국 기청소년과 직결된다는 

에서 사회  지지를 주요 사회․환경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치는 개인․심리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이라는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은 정신 병리에 한 험요인을 안

고 있는 집단의 아이들  심각한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고 그 에서 매우 잘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보고(Anthony, 1974; Garmezy, 1971, 1974; Murphy, 1974; 

Murphy & Moriarty, 1976; Werner & Smith, 1982)가 시작되면서 명명되고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따라서 부정 인 환경에 처하는 방식으로 응과 부 응 사이에서 

계속 으로 변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Gu & Day, 2007). 이는 기청소년

의 부분이 부정 인 환경에 처해있고 높은 스트 스 상황을 겪고 있다는 에서 

이를 이겨내는 정 인 힘을 살펴보는 것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2).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심리  건강성은 결국 진로태도성숙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허숙 , 2013). 따라서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를 살

펴보는 것은 기청소년이 진로 선택과 결정에 한 비와 성숙수 을 높일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리라 기 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 이유를 진로결정을 한 과업을 성

공 으로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지할수록 행동에 극 으로 참여한다고 설

명하여 왔다(Betz & Klein, 1996; Betz, Klein & Taylor, 1996; Lent, Brown & 

Hackett, 1994).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 개념화 하 다(Taylor & Betz, 1983).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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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김선 , 2005; 이상희, 2006; 이희정, 2009; 임은주, 2012). 한 일부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에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매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상희, 2005; 이지연, 2013). 그

리고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은정, 2012). 따라서 사회․환경  요인인 사회  지지와 개인․심리  

요인인 회복탄력성과 함께 진로발달 련 주요 변인(김보경 & 정철 , 2012)인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상 계 속에서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이 연구에서는 기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태도성숙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기청소년의 사회․환경  요인인 사회  지지와 개인․심리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진로발달 련 주요 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함께 어떠한 계를 통해 진로태

도성숙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으로써 기청소년에 한 진로지도  상담에 

기 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청소년이 올바른 진로발달을 통해 사회  자립을 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이 연구의 목 은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수 을 구명한다.

둘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계

를 구명한다.

셋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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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수 은 어떠한가?

  문제 1-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수 은 각각 어떠한가?

  문제 1-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수 은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문제 2-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가?

  문제 2-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하 요인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가?

  문제 2-3.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문제 2-4.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의 하 요인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문제 3-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문제 3-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계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4.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문제 4-1.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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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4-2.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계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4. 용어의 의

가.진로태도성숙

진로성숙을 Super(1955)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  

발달과업에 한 비도로 주장하고 Crites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 인 직업 비의 정도로 개념화 하고 있다. Gr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비도로 생각하고, 

Hoyt(1977)는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 양자를 잘 통합할 수 있는 

비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이 자신과 환경에 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계획  비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발달

과정에 한 태도 , 인지  비수 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해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

며, 이는 결정성, 비성, 독립성, 목 성, 확신성의 5가지 하 요소로 구성된다. 응

답한 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사회 지지

사회  지지(Social Support)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요한 타인인 부모, 형제, 친

구, 교사 등으로 부터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정 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House, 1981), 이 연구에서 사회  지지는 기능  특성을 가진 다차원 인 개념으

로 악하여,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의 4가지 하 요인으

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  지지 척도를 김연수

(1995)가 수정  보완한 도구에 기청소년이 응답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

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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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스트 스나 역경 혹은 부정 인 환경에 처하는 방식으로 개인

과 환경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Block & 

Kremen)이자 어려움에서 응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역

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탄력성’을 합한 개념이다(김주환, 2011).  

기청소년 회복 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이 2009년에 개발한 

YKRQ-27을 사용하 다. 이는 선행연구들(Wagnild & Young, 1993; Revich&Shatte, 

1995; Friborg et al., 2005; Ryan & Caltabiano, 2009)에서 사용된 다양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것들을 수정하여 새로이 27문항을 개발한 

것으로, 감정조 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자아

낙 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의 9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며 응답한 수가 높을

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라.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신념 혹은 유능감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가지 하 요인으로 구

성되며 Betz 외(1996)가 개발하고 이은경(2000)이 번안한 CDM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을 연구자가 상에 맞게 수정, 번안한 도구에 

기청소년이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한

연구 상의 표집에 있어, 국의 기청소년을 상으로 확률  표집을 하기 에

는 실 인 제약이 따르므로, 조사의 용의성을 고려하여 임의표집 방법을 활용하

다. 때문에 연구 결과를 기청소년 체로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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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  청소년의 개념 및 진로발달

기란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 으로 향을 주는 정세의 격한 변화 는 

어떤 사상의 결정 이고도 한 단계’(두산백과)로 청소년 시기에 용할 경우 

재 험행동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과 개인  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

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부정 인 결

과를  갖게 될 수 있는 상황(Jeffries 등, 2004)을 의미한다. 법 으로 청소년 시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로 주로 나이를 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학술 으로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아동의 역할과 행동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

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Schelsky. 1975)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 으로

는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등의 표 을 사용하기도 하는 시기이다. 그만큼 아동과 

성인의 간단계에서 아직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기 청소년(At-risk Youth)이라는 개념은 1983년 미국 국가 원회 보고서에서 

도에 학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한 책을 구하면서 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후 OECD(1995)에서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정 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회원 국가들에 

범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단 청소년, 

학교 도탈락 청소년,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등으로 주로 학교  가정생활에 

한 응이 기를 정의하는데 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 를 

넓  학교 폭력 피해, 가해 청소년, 일탈행동, 우울 자살 험 청소년, 사이버 독 

청소년 등 보다 구체화 되고 외연이 확 되고 있다. 한 2012년 혼인건수 329,220

비 이혼건수 114,316건 등 최근 늘어나는 이혼 (2013, 사법연감)과 빈구격차의 확

로 인한 빈곤청소년이 91만명까지 추정(2010, 보건복지부)되는 등 가정 괴 상

이 높아짐에 따라 기청소년 수도 최소 3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2012, 고용노동

부)되는 등 차 확 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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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청소년 정의

구본용 외(2005)

•가정,학교 직업훈련기 ,기타 교육  훈련기 ,지역사회가 공식  는 비공

식  보호․교육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청소년 개인의 상황  요구와 발달  

필요를 히 충족시키지 못하여 미래에 심각한 부정  결과를 낳을 상황에 처

해있는 청소년

김은경․홍 오(2006)

• 재 괴 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부터 한 보호와 돌 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출,학업이나 훈련의 단,신체장애,폭력이

나 성매매 등의 비행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권해수(2006)

•학교뿐만 아니라 만성 인 가정불화,부모이혼,자녀에 한 낮은 여 등의 가족

요인, 래의 비행여부, 래와의 계 문제 등의 래요인,물리 으로 낙후된 

환경,범죄 련 환경,낮은 사회  유 감 등의 지역사회 요인,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  요인으로 인해 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

은 청소년

박가열 외(2007)

•개인,가정,지역사회  환경의 부정 인 요인에 향을 받아 행동  심리  문

제가 유발되어,학교생활  학업에 부 응함으로써 궁극 으로 건 한 진로 이

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경남숙(2008)

•청소년기본법(9~24세)상의 연령을 가진 청소년으로서 국의 시․도청소년상담지

원센터의 일시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청소년동반자들에 의해서 사례 

리되고 있는 청소년  국의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첫째,가정이나 학교 는 결손가정,경제 인 문제,학교폭력 피해,유해 환경 

등의 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둘째,가정,학교,지역사회 내에서 정상

인 기능을 하기 힘든 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자료:김애순.(2002).성인발달과 생애설계.서울:시그마 스.p.98.

<표 Ⅱ-1> 기청소년 정의에 한 선행연구 종합

이와 더불어 기청소년에 한 국가 인 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련 부처에서는 기청소년을 한 다양한 국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청소년의 범 를 좁  가출 범죄 등 일탈행 ,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심리 ․사회 ․경제 ․학업 인 어려움에 처해 안정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조작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재 기청소년을 한 국가정

책에서 실제로 지원 목표로 삼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요한 일이다. 개인이 결정하

는 진로의 방향은 곧 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로결

정에 한 문제는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남홍, 2001). 진로결정과 련해서

는 진로결정을 선택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과 발달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 하는 이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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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ons(1909)의 특성요인 이론에서는 개인의 제 특성을 객 인 수단으로 밝 내

고, 각각의 직업이 요구하는 제 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에 합한 직업을 선

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선택 시 개인의 특성( 성)을 고려되고, 검사 도

구를 개발․활용하 지만, 언타당도가 낮고, 직업선택을 1회  행 로 간주하여 장

기간 동안 직업  발달을 도외시, 개인의 제 특성  역동성과 우선 요인을 고려하

지 못했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Roe는 욕구이론에서 아동기의 경험  부모-자녀의 계를 직업 선택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유형(6개로 구분), 직업의 

분류(8단계), 이러한 상호작용과 직업과의 계를 설명하 는데, 실증  자료의 부족

과 검증의 어려움, 진로상담의 구체 인 차가 없는 등의 단 을 가지고 있다.

Holland는 개인의 직업 선택은 한 개인의 성격과 그가 선택하는(속해 있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의 성격을 만족시켜  수 있는 일의 환경을 

선택한다는 이론으로 개인과 직업  성격을 6가지로 구별하여 일치시키고 있으나, 

검사도구가 잘 개발되어 있지만, 상담에 한 구체 인 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

성의 발달 과정이 설명되지 않은 단 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진로선택은 “행동에 한 일반 인 사회학습의 과정”으로

서 독특한 학습경험에 기 를 둔 의사결정을 통해 일어나는데, 특히 인간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직업 에서 자신의 투자가 최 로 보상(개인이 가치를 부여한 

것)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모든 사람이 합리 인 사고

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일 응 이론에서는 “일이란 개인과 일의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며, 일의 응은 

부합성(correspondence)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인은 보상이나 한 

조건 등의 일의 환경에 해 만족(satisfaction, 종업원)을, 일의 환경은 한 과업

수행을 한 개인에게 충족(satisfactoriness, 기업주)을 다고 설명하 다. 하지만 이

러한 이론들은 진로에 한 태도와 성숙이 심리 , 인지  발달과 더불어 극 인 

발 의 여지가 있다는 특성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하여 인간의 응 인 발달과정을 진로에 도입하 고 진

로발달 이론가들은 구체 인 직업목표,  생애 에서 개인이 하게 되는 문제

와 직업  성숙과정에 심을 두었다(김충기, 1991). 

Ginzberg는 발달  근방법을 도입하여 진로선택은 하나의 발달과정으로서 일회

인 행 , 즉 단일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이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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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선택 과정은 비가역 이라는 이론으로 진로발달을 ① 실 인 장애( 실여건, 자

신의 능력, 가능성 등)를 의식치 않고 독단 으로 특정 직업을 선택하여 놀이 활동

으로 표출하는 환상  단계(6～10), ② 외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 직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흥미(11～12)→능력(13～14)→가치(15～16)→ 이(17)”로 이어지

는 시험  단계(11～17), ③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 기회 등과 환경  제한 조

건을 고려하여 실 인 선택을 하며 “탐색(직업선택의 다양한 가능성 선택)→구체

화(내 , 외  요인을 종합하여 결정) → 상술(결정을 구체화하고 세 한 계획을 수

립)”로 이어지는 실  단계(18～ )로 구분하 다.

Tiedeman & O'Hara는 진로발달 단계는 연령과 계없이 문제의 성질에 의해 좌

우되며, 일생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직

업의식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에 을 맞추고 있는데, 진로발달을 ① 탐색(자

신에 한 비평가)→구체화( 비+ 합성)→선택(선택+ 성)→명료화(분석, 검토)

를 거치는 상기와 ② 순응(수용)→개 (자기주장)→통합(자기+집단요구)을 거쳐  

단계에서 내린 결정을 직  실천에 옮기는 실천기 단계로 구분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마다 연속 인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Super는 Ginzberg 이론의 미흡성 비 에서 출발해 진로발달을 ① 기에는 환상

과 욕구((4～10)가 지배 이나 사회참여와 실 검증의 증가로 흥미(11～12)와 능력

(13～14)을 요시하는 성장기(출생～14), ②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 

자아검증, 역할시행, 직업  탐색을 하며, “잠정기(15～17, 잠정 인 진로선택)→

환기(18～21, 실  요인 고려)→시행기(22～24, 합한 직업선택)”로 이어지는 탐

색기(15～24), ③ 자신에게 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구 인 치를 확보

하기 해 노력하며, “시행기(25～30, 최 의 일 발견 노력)→안정기(31～44, 안정

된 진로 유지 노력)”로 이어지는 확립기(25～44), ④ 이미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해 노력하는 유지기(45～64), ⑤ 정신  신체  힘이 약해져 직

업 선에서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하는 은퇴기(65～ )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독특한 행동 특징  연령을 분명히 구분하 다.

진로는 발달  개념에서 한 개인이 가장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 하여 자신의 진

로를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새로운 직업기회와 개인목표를 계속 평가하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이론은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표 으로 Ginzberg, T

iedeman & O'Hara,  Super의 이론이 있고 많은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청소년기는 진로선택을 하기 한 교육  념의 때이기 때

문이다. 에릭슨(1963)은 청소년기를 ‘심리사회  발달 psycho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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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 안에서 역할과 정체성의  혼란(confusion)시기로 정의했고 Ginzberg는 진로

발달의 시험  직업선택의 단계로 보았다. 한, Super의 진로발달단계에 의하면 진

로선택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Super(1990)는 진로발달을 생애주기

의 에서 성장단계(아동기), 탐색단계(청소년기), 확립단계( 기성인기), 유지단계

( 기성인기), 은퇴단계(후기성인기)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청소년기는 

탐색단계로 구분되는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시기이고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 자아검증, 역할시행, 직업  탐색을 하며, “잠정기(1

5～17, 잠정 인 진로선택)→ 환기(18～21, 실  요인 고려)→시행기(22～24, 합

한 직업선택)”로 이어지는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특히 시행기는 자신에게 

합해 보이는 직업을 최 로 선택하는 시기로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옮겨가기 한 비를 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업 의 하나

가 바로 합리 인 진로선택이다(김병숙, 손민아, 2005). 이러한 청소년기에 한 

진로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진로태도

가.진로태도성숙의 개념

진로성숙은 1950년  인간발달의 개념을 직업지도에 도입한 진로발달이론에서 시

작한 것으로, 개인의 진로발달 수 을 설명하는 진로선택의 비성 정도에 따른 동

일 연령층에서의 상 인 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정철 , 1989; 이기학, 이종

범, 2005; 한종철, 1997). Super(1957)는 진로발달의 핵심은 개인의 자아개념의 발달

과 그것의 실 이라고 보았다. 진로 발달과정은 개인과 사회  요인간의 타 과 종

합의 연속으로서 자아개념은 타고난 능력, 다양한 역할수행의 기회, 역할수행의 결

과에 한 주의 반응 등의 상호작용으로 얻은 결과이고 이러한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 다. Gr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

획에서의 비도로 정의하 으며 Crites(1961)는 Sup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성숙

을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에 동일 연령층에서 인지 , 정의  특성의 상 인 치

정도를 진로성숙으로 정의하며, 진로성숙도가 높을 때, 자기 자신에 한 정보 수

집, 의사결정의 능력을 통해 자신과 직업 세계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 인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yt(1977)는 진로성숙을 자아와 직업세계를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는가에 한 비의 정도로 보았고 김 옥(1989)은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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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응해 나가

는 비의 정도라고 하 다. 

이에 따라, 진로성숙은 개인이 진로를 탐색․선택할 때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실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진로를 선택하고 응해가는 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이 앞으로 펼쳐 나가야 할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는 과정을 거

쳐, 자신에게 가장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해 확고한 의사결정을 하기 

해서 자신의 취미, 성, 흥미  능력에 한 정확한 평가와 실을 고려한 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계획에서 결정까지의 개인 발달 정도  비도를 나타내는 진로성숙은 크게 

인지 인 면과 정의 인 면으로 설명되는데(Crites, 1971). Super(1957)와 Crites(1978)

는 진로성숙을 크게 정의 인 면의 진로선택태도와 인지 인 면의 진로선택능력으

로 분류하 다(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0; Bailey, Stadt, 1973; Savickas, 1994). 이

때, 진로선택태도는 결정성, 참여성, 독립성, 경향성, 타 성으로 진로선택능력은 자

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로 구성된다.

여기서 진로태도란 개인이 자신에게 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일의 장에 응하

기 해 필요한 태도로서, 진로에 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해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진로방향에 향을 미친다(이기학, 1997; 강 미, 유

순화, 윤경미, 2009). 나아가 진로태도는 진로선택에 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

냐에 한 것으로, 개인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문화  환경에 향을 받아 인생의 

 과정을 통해 발 한다(김희진, 2001). 인생의 진로발달에서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

성숙의 태도 측면이 매우 요하므로 바람직한 태도 형성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개인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직업에 한 지식과 기 감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진로태도성숙이 개인의 심리․사회

 변인과 한 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이기학, 1997; 장석민, 임두순, 송병

민, 1991).

Super(1984)는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의 발달 수 을 의미하며, 직업을 알아보고, 

비하고, 종사하고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 과정에 처해 나가는 태도 ․인지 인 

비도라고 하 다. 한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문제에 해 취하고 있

는 행동이 개인이 속한 연령층에 기 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악

되는 것으로서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의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이라고 하 다. 

Crites(1981)는 진로태도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

인 직업 비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직업 선택의 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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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지혜, 직업 선택의 능력, 직업 선택의 태도 등의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이와 같이 Super와 Crites의 이론은 진로태도성숙을  생애의 측면에서 보고, 

직업  자아 개념을 강조하며, 직로성숙과 진로발달 과정을 체계 으로 기술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최원호, 이태정, 2004).

이와 같이 정서  측면의 변인인 진로태도성숙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에 

자신의 성  능력, 그리고 일의 가치에 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진로에 한 바

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한 태도  측면에서의 성숙수 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감정, 주 인 반응  기질을 나타내며 이는 자신과 환경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응  수행정도

로 진로 발달의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한다(이기학, 한종철, 1998). 나아가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이로어지고 진로에 한 탐색이나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해 히 통합된 자아상을 찾는 과정으로 청소년

기에 매우 요한 발달과업이다.

Super(1984)는 진로태도성숙을 직업을 탐색, 비하고, 직업을 수행하고 은퇴할 때

까지의 발달 과정에 한 태도 , 인지 인 비수 이라고 정의하 다. 특성-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태도성숙은 크게, 결정성, 비성, 독립성, 목 성, 확신성이란 

5개의 하 요소로 구성된다.

개인마다 지내온 환경에 따라 직업  진로에 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각각의 진로태도성숙 수 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의 심리, 사회  변인과 진

로태도성숙 수 이 하게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기학, 1997; 장석민, 임두

순, 송병민, 1991)

나.진로태도성숙의 측정

진로성숙 는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표 인 검사도구는 Super 등이 개발한 

Career Development Inventory(CDI)와 Crites가 개발한 Career Maturity 

Inventory(CMI), Holland 등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 그리고 

Westbrook emddl 개발한 Cognitive Vocational Maturity Test(CVMT) 등이 있다. CDI

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과 진로유형 연구를, CMI는 Crites의 진로성숙모형을 기

로 하고 있다(이종범, 2000).

먼  진로발달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는 Super와 그 동료들에 의해 

수행된 진로 유형연구 결과에 기 하여 제작되었다. 진로 유형연구는 15세부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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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까지의 남성의 진로발달에 해 20년간 종단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진로성숙, 진

로유형, 진로발달단계, 자아개념의 직업  자아개념으로의 환 등의 역을 측정하

기 해 고안된 연구이다(이숙이, 2005).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는 직업 발달 로젝트의 연구 결과에 

기 하여 개발된 것으로 논리 이고 경험 인 타당성을 유지하기 해 진로선택 내

용과 진로선택 과정을 통합한 도구로서 연령, 수척도와 능력척도로 구분되는데, 

이때 태도척도는 진로선택 과정에 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결정에 향을 미치는 

성향  반응 정향성을 측정함으로서 개인진로상담과 집단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지  진로성숙검사(Cognitive Vocational Maturity Test)는 Westbrook과 그 동료

들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 진로성숙의 진지․능력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 인지  진

로성숙검사는 진로성숙의 태도  측면 측정만으로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부족하고, 성숙한 진로 행동에는 정확한 직업 정보가 요하다는 에 주목하여 

근하 다. 직업분야, 직업선택, 근무조건, 학력, 직업특성으로 구성되어 등학교 6

학년부터 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상으로 사용된다(이희 , 2003).

국내의 경우에는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한국교육개

발원(1991)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 개발한 진로

성숙도검사 도구들이 있다.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

ntory)는 결정성, 목 성, 확신성, 비성, 독립성의 5가지 하 척도, 총 47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이기학(2003)의 연구에서 체 Crom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사회  지지

가.사회 지지의 개념

1970년  반 방 심리학에서 등장한 사회  지지는 스트 스의 충격을 감소 

는 경감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용어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가지 도움과 지원을 의미한다. 사회  지지에 한 개념은 학자들 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Cobb(1976)는 사회  지지를 개인이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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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결과로 정의하 고,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  지지를 한 개인이 타

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 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한 

인 계에 보다 을 맞추어서 Kahn과 Antonucci(1980)는 정서  심, 유효한 

원조, 환경에 한 정보  평가를 포함하는 인  계를 사회  지지로, 

House(1981)는 애정, 정, 도움의 요소  하나 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인간의 교류로 사회  지지를 정의하 다. Schwarzer, Knoll, & Rieckmann(2004)는 

지지원에 하여 구체 으로 언 하며, 문제 해결에 한 조언  정보, 정서  안

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사회  지지의 개념은 사회  지지의 구

조  특성보다는 기능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  지지의 다차원  기능을 반 한

다. 즉, 사회  지지란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정

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  지지의 기능  특성이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인 계를 맺고 있으며 어

떤 사람과 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 으로 측정하는 구조  특성과 달리 

사회  지지를 다른 사람과의 신뢰 계에 한 인지  평가로 보는 것이다. 사회  

지지의 기능  특성을 반 한 기존연구의 하 요인 분류를 살펴보면, Cobb(1976)는 

정서 지지, 존경지지, 계망 지지로 구분하 고, House(1981)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도구 지지로 분류하 다. 이와 유사하게 1995년 MOS(Medical Outcomes 

Study) 연구 은 사회  지지를 정서 지지, 정보 지지, 구체 지지, 정 인 상호

용, 애정  지지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이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여기서 

물질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시간, 재원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정보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나 래 

집단 등에 속해서 다른 이들과 교류 계를 맺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  공감을 표 하여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사랑을 표 해 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서  지지이고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 평가  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지지 유형들은 독립 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서로 하게 연 이 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사회  지지의 기능  특성은 다차원 으로 각각의 하 개념들이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지지의 목 과 기능을 모두 반 하기 해

서는 각각의 기능을 종합하여 사회  지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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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는 기에 처하고 변화의 응을 진한다. 삶의 균형을 통해 신체

,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에서, 1970년  반부터 심리학과 행

동과학 분야에서 방심리학 차원으로 다루어졌다(김성남, 2005). 개인이 인식한 사

회  지지가 응에 어떤 과정을 통해 향을 주는지에 한 심이 높았다. 특히, 

기 청소년은 학교 부 응 자가 많은데 사회  지지는 학교 부 응에 한 완충 

 방의 역할을 하여(Demaray & Malecki, 2002), 학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기청소년들에게 사회  지지는 개인의 응을 돕고, 이를 기반

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나.사회 지지의 측정

사회  지지의 측정은 1980년  이후로 사회  지지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던 지지

 행동 유형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다차원  자기 기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단일 차원의 근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낸다는 

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원숙(1992)에 따르면, 단일기능과 다차원  기능 외에도 사회  지지를 기능  

특성으로 근하는 측정에 있어서 구분해야 할  다른 측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

다. 하나는 사회  지지척도를 개별  구성요소로 볼 것인가와 체 으로 근

할 것인가로, 최근에는 사회  지지를 체 으로 근하되, 다차원  기능으로 개

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지지 기능의 지수를 산출하여 사회  지지

의 체효과와 함께 각각의 기능에 한 개별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Cutrona & Russell, 1990; Krause, 1986).

 다른 하나는 사회  지지의 이용가능성과 련하여 인식의 수 을 측정할 것

인가 실제 제공된 지지를 측정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개인이 실제 으로 제공된 사

회  지지에 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은 사실의 여부를 악할 수 없다는 비 에 

따라, 사회  지지의 이용가능성에 한 개인의 인식을 토 로 사회  지지의 이용

가능성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이는 실질 인 사회

 지지가 주어졌다하더라도,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  지지의 가치가 없다

는 여러 주장을 통해(송종용, 1988; Cohen & Willis, 1985; Heller & Swindle, 1983)  

인식을 기반으로 한 측정의 방향성에 한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사회  지지 척도들은 사회  지지의 이용가능성에 한 

개인의 인지를 토 로 개발되어 사회  지지가 요구되는 가상  상황에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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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사회  지지 측정도구 에 하나는 Cohen & Hoberman(1983)의 인

계지지평가 척도로 사회  지지를 정서 지지, 평가정보 지지, 소속 지지, 유형

 지지로 구분하여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해 

정-부정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수는 각 문항마다 1 씩 총 48 을 최고 수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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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의 개념을 상황 심, 간  지각, 직 으로 지각한 지지척도 등 3개 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형태의 차원에서는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의 4가지 지지행 를 포함시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 다. 정서  지지

는 인간의 기본 인 사회, 정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지지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심, 공감  경청 등에 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평가  지지는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 ,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 에 한 6개 문항으로, 정보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응, 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

도와 사회에 한 지식제공 등의 6문항으로, 물질  지지는 필요시 돈, 물건, 서비

스, 시간 등의 제공에 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간 으로 지각

한 지지척도 4가지 지지에 한 인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이원숙, 1992), 국내의 사회  지지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회복탄력

가.회복탄력성의 개념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환경에 따른 스트 스, 역경 혹은 험에도 불구하고 행

동 ,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해 

구성된 심리학  개념이다(Block & Kremen, 1996), 외 ·내  긴장원에 맞서 유연

하고 풍부하게 응할 수 있는 일반 인 능력을 말한다(Klohnen, 1996). Brook(2006)

은 회복탄력성을 스트 스와 일상속의 도 들에 효과 으로 처해내고 실망, 실수, 

외상,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능력이며, 분명하고 실 인 목표를 개발할 수 있

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존 과 존엄성을 가지고 하는 역량이며, 인생의 도

에 해 사고력, 자신감, 목 , 의무, 감정이입,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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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 다. 이 외에도 어려운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  발달이며, 인간이 스트

스에 항하며 살아있는 것을 돕는 기제 는 과정(Rokfe, 2004)으로, 심각한 역

경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보여주는 응  기능의 역동  과정(Schoon, 2006)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이 지닌 특질이 아니며 행동과 생활패턴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 험과 재난의 상황 속에서 정 으로 응하는 패턴이라는 것이

다(Masten & Powell, 2003). 한편, 탄력성을 스트 스와 역경에 한 반응에 있어서 

개인차라는 상 인 정  축이라고 하 으며(Rutter, 1990), Garmezy(1993)는 단

순히 스트 스를 견뎌내는 것보다 부정  사건들로부터 회복이라고 하 다. 한 

Wemer와 Smith(1982)는 탄력성은 험상황이나 심각한 역경과 충격 인 경험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잘 응하면서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이며 불행이나 충격

으로부터 속히 회복하여 성공 으로 응하는 수 이라고 정의하 다.

이처럼 다양한 첨의 차이는 있으나,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개인 인 

특성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인 인 특성인 동시에 사회 , 상황  맥락에서 나타

나는 특성이므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즉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

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Green, 2004). 즉 상호작용을 통

해 지속 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Luther와 Cicchetti(2000)도 

회복탄력성이란 성격특징이 아닌 역동  과정이며,  생애의 맥락에서 발달  통

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특성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회복탄력성은 지지  환경의 맥락 안에서 선천  요인

들과 경험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항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

능이므로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

서 회복탄력성의 구성개념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바뀌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체로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응하여 정 

신 으로 성장하는 능력 ’이라 할 수 있다(Anthony,1987)회복탄력성은 에서 언

했듯이 어느 정도 유 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매우 역동 이어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환경요인과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yer,1996).

한마디로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회복탄력성의 

핵심이 결함이나 약 이 없는 것에 보지 않는다. 그 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알맞

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회복탄력성의 핵심이다(유안진, 이정숙, 

김정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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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후반부터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도 ‘resilience'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용어에 있어 일치되지 않아서 회복력(이경희2008),극복력

(백경원, 최미혜, 2006;신 희, 심미경, 김태임, 2006), 탄력성(주소 , 이양희, 2008;천

희 , 옥경희, 황혜 , 2008), 심리  건강성(김성수, 2006;이완정, 2002), 자아탄력성

(김수정, 2008;정선미, 조옥귀, 2009;한 아, 도 심, 2008), 응유연성(안도희, 김지아, 

2007)등의 다양한 용어로 언 되고 있으며 학교 응유연성(김 성, 박 선, 2007;류

재 , 조아미, 2007), 가족탄력성(이은희, 구정화, 2009), 사회  탄력성과 같은 특정

한 환경에서 성공 인 응을 변하기도 하 다. 탄력성(홍은숙, 2006), 심리  건

강성(이완정, 2002), 회복력(김혜성, 1998)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해왔다. 김주환(2011)

은‘resilience'를 어려움에서 응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인‘회복’과 

정신  항력의 향상, 즉 역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개념인 ‘탄

력성’을 합쳐 ‘회복탄력성’이라고 번역하 다.

이 게 회복탄력성이(resilience)이란 추상 이고 복합 인 개념으로 연구자의

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어 용어의 조작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나.회복탄력성의 측정

회복탄력성에 한 구성 요소는 아직까지 합의된 의견이 없고 학자나 회복탄력성 

측정 척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Klohnen(1996)은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

로 자신감, 인 계 효율성, 낙  태도, 정서조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연숙

(2006)은 이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인 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 성을 

회복탄력성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 Ryan & Caltabiano(2009)는 자기효능감, 내

통제력, 인내심, 가족·사회 지원망, 응력으로 보고 있으며 신우열 등(2009)은 

감정통제력, 생활만족도, 낙 성,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커뮤니 이션능력, 공감능

력, 계성, 감사히기로 보고 있다.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는 김주환 등(2009)이 개발한 YKRQ-27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회복 탄력성을 3가지 형태의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상으로 정의하여 문

항을 구성하 는데 이를 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것들을 수정하여 새로이 27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원

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성, 계성,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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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능력, 공감능력에 해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 모두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고등학생, 학생을 상으로 한 검사 도구에 한 검증이 

이루어 졌다.

5. 진로결 자 효능감

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론  근거는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

7)에서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신념’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는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하 다. 이는 개인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 을 때,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동을 완

수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성취경험을 통해서도 형성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

취하는 모습을 찰함으로서 자신의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실제 

과거의 실패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노력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

음을 보여 다. 즉 개인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

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과거의 실패 

혹은 성공경험이 개인의 행동을 측하기 보다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행동이 측된

다고 보았다(Peterson & Stunkard, 1992).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개념  정의를 깊게 살펴보기 해서는 효능기 (efficacy e

xpectation)와 결과기 (outcome expectation)와의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능

기 란 어떠한 행 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역량에 한 단이고, 결과기 는 

앞서 말한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이다(Bandura, 197

7).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개인이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단순히 결과를 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단 한 필요

하다는 것을 아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기 하는 것과

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자신이 결과를 해서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

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결과기 보다 행동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Heckhausen, 1977; Peterson, Maier & Seligman, 1993). 이는 실제 행동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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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기효능감이 결과기 에 선행되고 결과기 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

히 Bandura(1993)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세 개의 행동  결과들을 가진다고 설명

하 는데 근과 회피행동, 목표 역에서의 행동수행의 질, 장애에 직면할 때의 지

속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표에 집

하여 어떠한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서 

행동을 하고 높은 성취를 얻으며, 이에 따라 지속 인 행동을 하게 되고, 나아가 수

행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측 가능  한다. 따

라서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에서 자기효능감은 매우 요한 변인

이라 할 수 있다.

Hackett과 Betz(1981)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정의하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련

된 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된다. 한, Taylor

와 Betz(1983)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 요소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

ing Self-Efficacy: CDMSE)를 제작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일반화 하

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가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진로발달

과업들인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을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효능기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표 인 측정도구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

i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이 있다. 이 도구는 진로결정을 한 50

문항의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10  Likert 척도에 응답한다. 문항을 

이루는 하 요인에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구성

된다. 자가 평가는 진로에서의 성공과 만족과 련된 가설 인 개인과 자산과 신뢰

도에 한 자기평가이고, 직업정보 수집은 직무와 과업, 고용동향에 한 지식이다. 

목표선택은 임의의 개인을 한 가장 실 인 직업의 선택을 의미하고 계획수립은 

진로목표에 한 논리  단계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은 진로의사결정

에서의 문제에 한 해결을 해 할 일을 의미한다. 수가 높을수록 개인은 진로

결정을 한 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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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게 만들어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문항이 매우 많아 실제 

사용되기가 어렵다는 지 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문항을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Betz et al., 1996). 이에 따라 Betz 외(1996)는 CDMSES를 25문항으로 축소 개정

하여 Career Di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을 개발하

다. 문항을 이루는 하 요인  응답방식은 CDMSES와 변함이 없다.

6. 변인들 간의 계

가.진로태도성숙과 사회 지지의 계

개인의 진로발달  진로선택과정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요성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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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선행변인들과 진로와 련한 결과변인들을 통합 으로 악하는 것이 필요함

을 주장하 다. 이  사회  지지는 표 인 환경 요인으로 개인의 진로발달  

진로행동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cke, 2002).

이에 따라 진로성숙 련 연구에서도 사회  지지는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 비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조명실(2007)의 연구는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

생을 상으로 한 오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학생의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진로정체감의 계를 알아본 이경선(2009)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  지지에 해 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  지지에 한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련이 있기 때문이며 진로결정에서 가족 내의 변화와 일의 상

호교환 증가 등이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Chope,2001).

이와 같이 기청소년의 진로 응성에는 개인이 지닌 성향과 노력뿐만 아니라 사

회  지지와 같이 외부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지자원 역시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인식한 사회  지지의 수 은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고 사회  지지 수 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수  한 높

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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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로태도성숙과 회복탄력성의 계

 회복탄력성의 상 개념인 탄력성은 진로  직업심리학의 개념까지 확장하면서 

정심리의 맥락에서 더욱 심을 받으며 사용되고 있다(박정아, 2012; 이해리, 조한

익, 2005; Lew,2001). 탄력성에 한 연구는 정심리학으로 인해 다시 부각되고 있

는데(최경자, 2007) 이에 따라 탄력성이 개인의 정성과 발달에 향을 미친다고 

밝 졌다(Gu & Day, 2007; Walsh, 2002, Dyer & Mcguinness, 1996).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계를 직 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허숙 (2013)에서

는 회복탄력성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계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은 정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먼  주정 (2011)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구명한 결과, 이들이 정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밝혔고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한 강 미, 유순화, 윤경미(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

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특히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인 결정성과 목 성이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설명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

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회복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다.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 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김효진, 장윤옥, 2001; 지이 , 2010, Abel & Spurk, 2009).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은 사람은 외부환경의 요구를 도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 으로 

외부환경에 해 스트 스를 덜 지각하게 되고 정 인 처방안을 모색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해 자신감이 없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

기 쉽지만 반 로 특정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그 과제에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지속 인 행동을 하게 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한 선택, 효과 인 의사결정, 그리고 지속 인 진로계획들을 추진해 나가

는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2001).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

인이 진로와 련된 행동을 구체 으로 실행하기 한 원인이 된다. 이기학과 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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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00)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처하여 진로선택이나 목표, 혹은 진로 련 행동

을 수행하는 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요하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김효진, 장윤옥, 2011; 이희정, 200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 자체로 행

동에 향을 주는 동시에 인지  요인과 진로 비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선 , 2005; 이희정, 2009; 임은주, 2012). 김 환(1997)은 진로에 

한 지식과 태도는 진로 비행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개변인들을 탐색

하는 방향으로 심을 갖는 것이 순서일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변

인들 간의 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심리  개인  특성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는 개인의 직업과 련된 효능감에 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의 

높은 직업 련 효능감은 청소년이 지속 인 진로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향

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조명실, 2007;홍 옥, 2011;김유미, 2013;이지연, 20

13)에서 밝 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 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라.사회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

사회  지지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제법 보고되

고 있다(김은희, 이종한, 2005; 주태하, 2011; 황매향, 김 선, 2010). Hackett와 Betz

(1981)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이론에 진로발달이론을 목시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제안하 는데,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순환 계에 있는 변인

으로 사회  지지를 인식하는 수 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김동숙, 이 민, 2011; 김효진, 장윤옥, 2011; 송 심, 홍혜 , 201

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실제  상황에서 사회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

하는 수 이 높을수록 높게 형성된다(김효진, 장윤옥, 2011; 송 심, 홍혜 , 2010).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경험, 리경험, 

언어  설득 그리고 생리  상태를 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인 에 리경험과 

언어  설득은 사회  지지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수행을 찰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

으리라는 믿음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언어  설득에 의해서도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는데 이는 진로와 련된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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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계를 살

펴본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조명실(2007)과 이경선(2009) 

등의 선행연구를 토 로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에 더 잘 응하고(이 승, 2004) 문제해결 방

식에 있어서도 더 극 으로 근하고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권지은, 2003). 게다

가 정서나 행동에 있어서도 보다 응 이었고(김민정, 2005) 새롭거나 험한 상황

에서도 융통성 있고 효율 으로 과제해결을 해 충동을 잘 조 하는 행동특징을 

보 다(허지연, 2004). 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트 스를 경험했을 때 

극 이며 보다 정 이며 유연한 처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임상희, 2005) 

이와 더불어 자아탄력  특징을 지닌 아동들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감이 높고, 

정 인 자아상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Rutter, 1987; Klohnen, 1996). 이

들은 인지  효율성이 높아서 도 인 과제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략을 가지

고 있고(Block & Kermen, 1996). 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가족이나 타인으

로부터 정 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Garmezy, 1983; Rutte

r, 1978) 자기 존 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 반 으로 정 인 자아상과 명확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Klohnen, 1996; Rutter, 1987). 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를 알아본 이은정(2012)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정정서와 진로장벽을 매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

임을 밝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바.변인들 간의 계 종합

이상의 진로태도성숙, 사회  지지, 회보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계

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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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선행연구

사회  지지→진로태도성숙 오은경(2003),조명실(2007),이경선(2009),Chope(2001)

회복탄력성→진로태도성숙
강 미,유순화,윤경미(2009),주정 (2011),허숙 (2013),

Tepovich,Ann(201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

이상희(2006),조명실(2007),홍 옥(2011),김유미(2013),이지연

(2013),Fraze,LaceeBrianne,Wingenbach,Gary,Rutherfird,

Tracy,Wolfskill,LawrenceA(2011)

사회  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조명실(2007),이경선(2009),송 심,홍혜 (2010),김동숙,이 민

(2011),김효진,장윤옥(2011),Hsiao,Hsi-Chi,Tu,Ya-Ling,

Chung,Hsin-Nan(2012)

회복탄력성→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은정(2012),Keogh,Jayne,Garvis,Susanne,Pendergast,Donn

a,Diamond,Pat(2012)

<표 Ⅱ-2>변인 간 계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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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의 방법

1. 연구 모

이 연구의 목 은 진로태도성숙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간의 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진로태도성숙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며, 선행 연구 고

찰을 토 로 [그림 Ⅲ-1]과 같이 변인들 간 계에 한 가설 인 연구 모형을 설정

하 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기청소년의 요인인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은 각각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

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각각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그림 Ⅲ-1]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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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가.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기청소년이다. 기청소년을 의의 개념으로 15세에서 24

세의 청소년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혹은 개인  요인으로 학교라는 공교육 제

도권을 벗어나 있는 자(학업 단 청소년)로 가출, 범죄, 약물 독 혹은 자살 등의 행

를 할 험이 있는 자로 봤을 때, 그 체 인 규모는 10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의 개념으로 이 에서 학업을 단하고 공교육의 제도

권을 벗어나 있는 청소년의 규모인 2013년 기 으로, 약 6만 8천 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단으로 보고자 한다.

(단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등학교

학생 수 3,299,094 3,132,477 2,951,995

학업 단자 수 18,836 19,163 16,828

단비율(%) 0.57 0.61 0.57

학교

학생 수 1,974,798 1,910,572 1,849,094

학업 단자 수 18,866 17,811 16,426

단비율(%) 0.96 0.93 0.89

고등학교

학생 수 1,962,356 1,943,798 1,920,087

학업 단자 수 38,887 37,391 34,934

단비율(%) 1.98 1.92 1.82

합계

학생 수 7,236,248 6,986,847 6,721,176

학업 단자 수 76,589 74,365 68,188

단비율(%) 1.06 1.06 1.01

<표 Ⅲ-1> , ,고등학교 청소년의 학업 단 황

※ 출처 : 부(2013)

나.표집

1)표집크기

이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정 수 의 표본 크기에 해서

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기청소년의 경우 그 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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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어렵고, 많은 표본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데 실 인 어려움이 있다. 

통계 표집과 련된 학계에서는 덩이 표집(비확률  표집)의 표 인 사례로 제

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 회귀분석에서 최소 표본 크기로 엄지 손가락의 규칙

(Rules of thumb)라는 이론에 따라 여기서는 100+m(독립변수의 수)를 최소 표본의 

크기로 제시한다(Kelley and Maxwel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 100개+α의 

사례를 토 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표집방법

일반 으로 기청소년의 경우 덩이 표집을 사용한다. 그 특성상 찾기가 어렵고 

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의 기청소년들은 비슷한 래 집단 간

에 어울리기도 하지만 체로 최근에는 각자 사회와 동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실 인 표집을 하기 하

여 고용노동부 취업사 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국의 청소년 쉼터에

서 생활하고 있는 15~24세 청소년을 심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구분 2011 2012 2013

산(백만원) 1,413 1,713 2,007

운 기 수(개소 수) 3 4 5

이용인원(명) 111 127 152

<표 Ⅲ-2>연도별 취업사 학교 황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구분 2009 2010 2011

산(백만원) 4,651 5,874 6,262

쉼터 수(개소 수) 81 83 83

이용인원(명) 16,519 16,687 23,427

<표 Ⅲ-3>연도별 청소년쉼터 황

※ 출처 : 여 가족부(2012)



- 30 -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계를 구명하기 하여 다음 <표 Ⅲ-2>와 같은 조사도구를 사용하

다. 설문지는 크게 진로태도성숙,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5가지 역 13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에 내용타당

도(content validity)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증과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 신뢰도 분석의 차를 거쳤다.

조사 도구의 내용이 합한지 검토하기 하여 산업교육 공 박사학  소지자 3

명을 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고, 조사도구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하여 기청소년 3명과 기청소년 교육 교사를 상으로 

지시문의 명확성  읽기와 반응의 용이성을 검증받았다.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진로태도

성숙

결정성 Ⅰ-1,6,11,16,21,26,31,36,41,45 10

목 성 Ⅰ-2,7,12,17,22,27,32,37 8

확신성 Ⅰ-3,8,13,18,23,28,33,38,42,46 10

비성 Ⅰ-4,9,14,19,24,29,34,39,43,47 10

독립성 Ⅰ-5,10,15,20,25,30,35,40,44 9

사회 지지

정서 지지 Ⅱ-1,6,7,10,16,18,24 7

정보 지지 Ⅱ-8,14,17,19,22,25 6

물질 지지 Ⅱ-3,9,13,15,20,23 6

평가 지지 Ⅱ-2,4,5,11,12,21 6

<표 계속>

<표 Ⅲ-4>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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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회복탄력성

원인분석력 Ⅲ-1,2,3 3

감정통제력 Ⅲ-4,5,6 3

충동억제력 Ⅲ-7,8,9 3

감사하기 Ⅲ-10,11,12 3

생활만족도 Ⅲ-13,14,15 3

낙 성 Ⅲ-16,17,18 3

계성 Ⅲ-19,20,21 3

커뮤니 이션 Ⅲ-22,23,24 3

공감능력 Ⅲ-25,26,27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보수집 Ⅳ-1,2,3,4,5 5

목표설정 Ⅳ-6,7,8,9,10 5

계획수립 Ⅳ-11,12,13,14,15 5

문제해결 Ⅳ-16,17,18,19,20 5

자기평가 Ⅳ-21,22,23,24,25 5

일반 사항
성별,나이,종교,가족사항,

학업 단 시기 사유
Ⅴ-1-6 6

총계 58

<표 Ⅲ–4>계속

가.진로태도성숙의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의 수 을 측정하기 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

로태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항은 결정성, 비성, 확신성, 독립성 목

성의 5개 역이 각 8~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총 47개의 문항이다. 각 문항들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총  합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 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에 해  신뢰도검사를 하 고 비조사의 내

일치도 계수는 .862로 높은 수 으로 단되어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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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조사(N=16) 본조사(N=116)

진로태도성숙 .862 .806

<표 Ⅲ-5>진로태도성숙 측정변인에 한 내 일치도 계수

나.사회 지지의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  지지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도구의 각 문항은 조

사 상자가 가족, 친척, 친구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의 다양한 측면

들을 모두 포함한다. 척도의 구성은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

지의 4가지 하 요인을 포함하는 총 25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총  합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에 해 16명을 상으로 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신

뢰도검사를 하 고 비조사에서 내 일치도 계수는 .895로 높은 수 으로 단되

어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 다.

변인 비조사(N=16) 본조사(N=116)

사회 지지 .895 .955

<표 Ⅲ-6>사회 지지 측정변인에 한 내 일치도 계수

다.회복탄력성

이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이 2009년에 개발한 

YKRQ-27을 사용하고자한다. 본 척도는 회복탄력성을 3가지 형태의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상으로 정의하여 문항을 구성하 는데 이를 해 선행연구(Wiemann, 1977; 

Duran, 1983; Diener, Emmous, Larsen & Griffin, 1985; Revich & Shatte, 2002; 

Seligman, 2002)에서 사용한 다양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어색

한 것들을 수정하여 새로이 27문항을 개발하 다.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

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성, 계성, 커뮤니 이션능력, 공감능력에 해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들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총  합이 높을수

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에 해 1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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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신뢰도검사를 하 고, 비조사에서 내 일치

도 계수는 .794로 정 수 으로 단되어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 다.

변인 비조사(N=16) 본조사(N=116)

회복탄력성 .794 .850

<표 Ⅲ-7>회복탄력성 측정변인에 한 내 일치도 계수

라.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Betz 외(1996)가 개발하고 이은

경(2000)이 번안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원문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 다. 측정도구는 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설

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5요인으로 구분되고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다. 각 문항들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총  합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해 16명을 상으로 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신뢰도검사를 하

고 비조사에서 내 일치도 계수는 .922로 높은 수 으로 단되어 본조사의 도구

로 사용하 다.

변인 비조사(N=16) 본조사(N=11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922 .910

<표 Ⅲ-8>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변인에 한 내 일치도 계수

4. 자료 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3일부터 3월19일과 8월 4부터 8월 2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의 회수일은 각각 1주에서 2주

가량 소요되었다. 기청소년의 특성(비확률  표집인 덩이 표집을 많이 사용) 상 

표집 상 확보에 어려움과 한계가 많았으며, 설문에 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응답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집 상인 기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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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고 있는 교육기 의 직원  학생의 조를 얻어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 과 설문조사 실시 련 유의사항을 안내하 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이  127부가 회수되어 84.7%의 회수율을 

보 다. 이 후 자료 분석단계에서 무응답, 불성실 응답  이상치 응답을 보인 11명

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116명의 자료가 수립되었다. 이에 유효 자료 율은 

77.3%를 보 다. 다 회귀분석에서 측 검정력의 확보를 해서는 사례 수가 독립

변인의 20배 이상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사례 수는 60개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집된 사례 수는 분석에 충분하다고 단되어 분석을 실시

하 다.

5. 자료분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  유의수 은 5%로 설정하 다. 주요 통계방법으로

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과 집단 간 비교를 한 t-test,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를 활용하 으며, 변인 간의 계와 변인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해 상 계 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다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연구문제 통계분석방법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기술통계

연구문제 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수 은 어떠한가?

문제 1-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 은 각각 어떠한가?

문제 1-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 은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평균,표 편차,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연구문제 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치는가?

문제 2-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가?

문제 2-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하 요인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문제 2-3.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가?

문제 2-4.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의 하 요인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회귀분석

<표 계속>

<표 Ⅲ-9>연구문제 통계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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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통계분석방법

연구문제 3.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문제 3-1.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문제 3-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과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Baron&Kenny가 제시한 

3단계 다회귀분석연구문제 4.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문제 4-1.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문제 4-2.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과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표 Ⅲ-9>계속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찰변인의 수 을 구명하기 해서는 빈도, 백분

율,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  통계 방법을 사용하 고, 변인간의 향 계를 분석

하기 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3단계 

다회귀분석을 사용했는데 이는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Baron & Kenny, 1986). 연구에서 용된 구체 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향 계 즉, 회귀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 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 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

가 있어야 한다.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향 계. 즉, 회귀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 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 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향 계. 즉 회귀분석

을 통하여 변수 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 통계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향 계가 있어야 한다.

4단계,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은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보다 커야만 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다.



회귀방정식 통계 분석 방법 조건

(1)M=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

고,선행요인을 주 독립변인으

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주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이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함).

(2)Y=
종속변인에 한 주 독립변인만

의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주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가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함).

(3)Y= β
종속변인에 하여 각각의 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회귀 분석한다.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ㅜ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가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하고,이와 동시

에 는 감소되고 유의하지 않을 때 완 한 매개

효과가 있다.그러나 가 유의할 때에는 불완

한 매개효과가 있다.).

즉,종속변인에 한 주 독립변인의 향력이 두 

번째 회귀 식보다는 세 번째 회귀에서 게 나타

나야 한다. 한 의 식에서 가 에 비하여 

크다고 정되는 경우 매개 효과의 존재를 검증하

게 된다.

<표 Ⅲ-10> 다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기법

주:은 독립변인,Y는 종속변인,M은 잠재 매개변인,β는 회귀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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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의 결과 논의

1. 응답자의 일반  특

이 연구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16부로 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고

성별
남자 85 73.3

-
여자 31 26.7

연령

16 1 0.9

-

17 9 7.8

18 32 27.6

19 33 28.4

20 23 19.8

21 10 8.6

22 6 5.2

23 2 1.7

종교

기독교 33 28.4

-

천주교 29 25.0

불교 14 12.1

무교 37 31.9

기타 3 2.6

학업 단 시기
학교 27 23.3

-
고등학교 89 76.7

가족 계

일반 가정 49 42.2

-
한부모 가정 46 39.7

조손 가정 6 5.2

고아 15 12.9

합계 116 100.0 -

<표 Ⅳ-1>응답자의 일반 특성

성별 분포는 남자가 응답자의 73.3%(85명), 여자가 26.7%(31명)으로 남자가 여자보

다 3배 가량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16세에서 23세 사이로 분포가 되었으며 16세

가 0.9%(1명), 17세가 7.8%(9명), 18세가 27.6%(32명), 19세가 28.4%(33명), 2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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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3명), 21세가 8.6%(10명), 22세가 5.2%(6명), 23세가 1.7%(2명)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가 68.1%(79명)이고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31.9%(37명)으로 나타

났고 종교가 있는 응답자  기독교는 28.4%(33명), 천주교는 25.0%(29명), 불교는 

12.1%(14명), 기타 2.6%(3명)으로 기독교와 천주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단 시기는 학교가 23.3%(27명)이었고, 고등학교가 76.7%(89명)으로 부분은 의무

교육기간인 학교 과정까지는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도탈락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 계는 양부모가 모두 있는 일반가정이 42.2%(49명), 양부모  한부모

만 있는 한 부모 가정이 39.7%(46명),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있는 조손가정이 

5.2%(6명), 부모가 모두 없는 고아가12.9%(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회복탄력 , 사회 지지, 진로태도  및 진로결 자

효능감 

가.회복탄력성 수

 기청소년들이 응답한 회복탄력성 수 은 <표 Ⅳ-2>와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

한 기청소년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는 체 27문항이며, 5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의 수  범 를 보면 원인 분석력이 4  ~ 15

, 감정통제력이 5  ~ 15 , 충동억제력이 4  ~ 15 , 감사하기가 3  ~ 15 , 

생활만족도가 4   15 , 낙 성이 5  ~ 15 , 계성이 3  ~ 15 , 커뮤니 이

션이 3  ~ 15 , 공감능력이 3  ~ 15 이다. 합계 평균은 원인분석력이 9.41, 감

정통제력이 9.55, 충동억제력이 9.15, 감사하기 8.61, 생활만족도가 9.35, 낙 성이 

9.88, 계성이 7.76, 커뮤니 이션이 9.27, 공감능력이 9.84로 나타났다. 기청소년

의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생활만족도, 낙 성, 커뮤니 이션, 공감능

력 등 반 으로 보통 이상이고 감사하기와 계성만 보통보다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최소값 최 값 평균(5 환산) 표 편차

체 50 135 82.8276(3.07) 10.82290

원인분석력 4.00 15.00 9.4052(3.14) 2.03866

<표 계속>

<표 Ⅳ-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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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최소값 최 값 평균(5 환산) 표 편차

감정통제력 5.00 15.00 9.5517(3.18) 1.85259

충동억제력 4.00 15.00 9.1552(3.05) 1.58033

감사하기 3.00 15.00 8.6121(2.87) 1.76326

생활만족도 4.00 15.00 9.3534(3.12) 2.11107

낙 성 5.00 15.00 9.8793(3.29) 2.19943

계성 3.00 15.00 7.7586(2.59) 2.62967

커뮤니 이션 3.00 15.00 9.2759(3.09) 2.23251

공감능력 3.00 15.00 9.8362(3.28) 2.08491

<표 Ⅳ-2>계속

나.사회 지지 수

 기청소년들이 응답한 사회  지지 수 은 <표 Ⅳ-3>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한 기청소년 사회  지지 측정 도구는 체 25문항이며,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의 수  범 를 보면 정보 지지가 10  

~ 35 , 정보 지지가 10 에서 30 , 물질 지지가 8 에서 30 , 평가 지지가 

7 에서 30 이다. 합계 평균은 정서 지지가 23.10, 정보 지지가 19.94, 물질

지지가 18.91, 평가 지지가 19.55로 나타났다. 이는 기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 모두가 보통 이상임을 시사한다.

<표 Ⅳ-3>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 수

사회 지지 최소값 최 값 평균(5 환산) 표 편차

체 36.00 125.00 81.5000(3.26) 15.28824

정서 지지 10.00 35.00 23.1034(3.30) 4.46704

정보 지지 10.00 30.00 19.9397(3.23) 3.98757

물질 지지 8.00 30.00 18.9052(3.15) 3.91425

평가 지지 7.00 30.00 19.5517(3.26) 3.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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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로태도성숙 수

 기청소년들이 응답한 진로태도성숙 수 은 <표 Ⅳ-4>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한 기청소년 진로태도성숙 측정 도구는 체 47문항이며,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인인 진로태도성숙의 수  범 를 보면 결정성이 17  ~ 

39 , 목 성이 12 에서 32 , 확신성이 20 에서 44 , 비성이 19 에서 40 , 

독립성이 17에서 37 이다. 합계 평균은 결정성이 30.13 목 성이 23.65, 확신성이 

32.23, 비성이 30.39, 독립성이 27.79로 나타났다. 이는 기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결정성, 목 성, 확신성, 비성, 독립성 모두가 보통 이상임을 시사한다.

<표 Ⅳ-4>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수

진로태도성숙 최소값 최 값 평균(5 환산) 표 편차

체 90 186 144.1983(3.07) 13.94787

결정성 17 39 30.1293(3.13) 3.31408

목 성 12 32 23.6552(2.96) 3.19266

확신성 20 44 32.2328(3.22) 4.19598

비성 19 40 30.3879(3.04) 4.13631

독립성 17 37 27.7931(3.09) 3.58867

라.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기청소년들이 응답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은 <표 Ⅳ-5>과 같다. 이 연구

에서 사용한 기청소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체 25문항이며,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  범 를 보

면 정보수집이 5  ~ 25 , 목표설정이 6 에서 24 , 계획수립이 6 에서 25 , 

문제해결이 8 에서 25 , 자기평가가 5에서 25 이다. 합계 평균은 정보수집이 

15.1466 목표설정이 15.9224, 계획수립이 15.1121, 문제해결이 15.7069, 자기평가가 

15.2414로 나타났다. 이는 기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

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가 모두가 보통 이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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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성별 빈도 평균 표 편차 t

원인분석력
남 85 9.5412 2.09053

1.192
여 31 9.0323 1.87054

감정통제력
남 85 9.7294 1.98439

1.725
여 31 9.0645 1.34004

충동억제력
남 85 9.1412 1.56717

-.157
여 31 9.1935 1.64153

감사하기
남 85 8.4353 1.85451

-1.805
여 31 9.0968 1.39892

<표 계속>

<표 Ⅳ-6> 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표 Ⅳ-5> 기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최소값 최 값 평균(5 환산) 표 편차

체 39 121 77.1293(3.09) 12.7358

정보수집 5 25 15.1466(3.03) 3.26284

목표설정 6 24 15.9224(3.18) 3.26284

계획수립 6 25 15.1121(3.02) 3.05819

문제해결 8 25 15.7069(3.14) 3.02746

자기평가 5 25 15.2414(3.05) 2.91211

3. 응답자의 일반  특 에 른 회복탄력 , 사회 지지, 진로태도  

및 진로결 자 효능감 차이

가.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기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원인분석력은 t값

이 1.192, 감정통제력은 1.725, 충동억제력은 -.157, 감사하기는 –1.805, 생활만족도

는 0.990, 낙 성은 0.691, 계성은 –0.675, 커뮤니 이션은 0.426, 공감능력은 

1.304로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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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성별 빈도 평균 표 편차 t

생활만족도
남 85 9.4706 2.21246

.990
여 31 9.0323 1.79785

낙 성
남 85 9.9647 2.39268

.691
여 31 9.6452 1.56095

계성
남 85 7.6588 2.66616

-.675
여 31 8.0323 2.54930

커뮤니 이션
남 85 9.3294 2.36738

.426
여 31 9.1290 1.83924

공감능력
남 85 9.9882 2.28084

1.304
여 31 9.4194 1.36074

*p<0.05

<표 Ⅳ-6>계속

나.성별에 따른 사회 지지 차이

 기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사회  지지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

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7>와 같다. 정서  지지는 

t값이 1.329, 정보  지지는 t값이 1.868, 물질  지지는 t값이 1.022, 평가 지지는 

t값이 0.8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사회 지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 성별 빈도 평균 표 편차 t

정서 지지
남 85 23.4353 4.54723

1.329
여 31 22.1935 4.17468

정보 지지
남 85 20.3529 4.18246

1.868
여 31 18.8065 3.18768

<표 계속>

<표 Ⅳ-7> 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 지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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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 성별 빈도 평균 표 편차 t

물질 지지
남 85 19.1294 4.02311

1.022
여 31 18.2903 3.58881

평가 지지
남 85 19.7412 4.12643

0.860
여 31 19.0323 3.31143

*p<0.05

<표 Ⅳ-7>계속

다.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차이

 기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

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결정성은 t값이 

0.253, 목 성은 t값이 –0.241, 확신성은 t값이 0.961, 비성은 t값이 –0.454, 독립

성은 t값이 0.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성별 빈도 평균 표 편차 t

결정성
남 85 30.1765 3.38476

.253
여 31 30.0000 3.16228

목 성
남 85 23.6118 3.36330

-.241
여 31 23.7742 2.71673

확신성
남 85 32.4588 4.44692

.961
여 31 31.6129 3.40272

비성
남 85 30.2824 4.21904

-.454
여 31 30.6774 3.95295

독립성
남 85 27.9647 3.74977

.852
여 31 27.3226 3.11327

*p<0.05

<표 Ⅳ-8> 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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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기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정보수

집은 t값이 -0.624, 목표설정은 t값이 –0.026, 계획수립은 t값이 1.132, 문제해결은 

t값이 –0.213, 자기평가는 t값이 0.899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성별 빈도 평균 표 편차 t

정보수집
남 85 15.0235 3.56897

-.624
여 31 15.4839 3.36522

목표설정
남 85 15.9176 3.21533

-.026
여 31 15.9355 3.44418

계획수립
남 85 15.3059 3.22204

1.132
여 31 14.5806 2.52685

문제해결
남 85 15.6706 3.21969

-.213
여 31 15.8065 2.46873

자기평가
남 85 15.3882 3.12095

.899
여 31 14.8387 2.23751

*p<0.05

<표 Ⅳ-9> 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마.종교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종교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회복탄력성의 

종교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원인분석력은 기독교 9.0303, 천주교 9.9655, 불교 

9.6429, 무교 9.3243, 기타 8, 감정통제력은 기독교 9.6364, 천주교 9.8276, 불교 

9.1429, 무교 9.5135, 기타 8.3333, 충동억제력은 기독교 8.9091, 천주교 9.5172, 불

교 9.1429, 무교 9.2162, 기타 7.6667, 감사하기는 기독교 8.7576, 천주교 8, 불교 9, 

무교 8.8378, 기타 8.3333, 생활만족도는 기독교 8.9697, 천주교 9.8276, 불교 

9.2857, 무교 9.4504, 기타 8.6667, 낙 성은 기독교 9.4848, 천주교 10.1724,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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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교 10.1351, 기타 7.6667, 계성은 기독교 8.2727, 천주교 7.1379, 불교 

7.7143, 무교 7.9730, 기타 5.6667, 커뮤니 이션은 기독교 8.8788, 천주교 9.7931, 

불교 9.8571, 무교 9.0811, 기타 8.3333, 공감능력은 기독교 9.2424, 천주교 10.2069, 

불교 9.8571, 무교 10.1081, 기타 9.3333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원인분석력

기독교 9.0303 1.77632

1.256

천주교 9.9655 2.29102

불교 9.6429 2.27384

무교 9.3243 1.93008

기타 8.0000 2.00000

감정통제력

기독교 9.6364 1.71060

.669

천주교 9.8276 1.83359

불교 9.1429 1.83375

무교 9.5135 1.98076

기타 8.3333 2.51661

충동억제력

기독교 8.9091 1.37758

1.272

천주교 9.5172 1.18384

불교 9.1429 2.31574

무교 9.2162 1.66892

기타 7.6667 1.52753

감사하기

기독교 8.7576 1.22552

1.282

천주교 8.0000 1.77281

불교 9.0000 2.14834

무교 8.8378 1.95098

기타 8.3333 2.08167

생활만족도

기독교 8.9691 1.94430

.720

천주교 9.8276 1.94696

불교 9.2857 2.30146

무교 9.4054 2.30289

기타 8.6667 2.51661

<표 계속>

<표 Ⅳ-10> 기청소년의 종교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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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낙 성

기독교 9.4848 2.06339

1.302

천주교 10.1724 2.52231

불교 10.0000 2.14834

무교 10.1351 2.01608

기타 7.6667 2.30940

계성

기독교 8.2727 2.66074

1.268

천주교 7.1379 2.54564

불교 7.7143 3.31497

무교 7.9730 2.40932

기타 5.6667 .57735

커뮤니

이션

기독교 8.8788 2.13245

1.095

천주교 9.7931 2.48394

불교 9.8571 1.95555

무교 9.0811 2.07335

기타 8.3333 3.78594

공감능력

기독교 9.2424 2.00047

1.104

천주교 10.2069 2.25799

불교 9.8571 1.74784

무교 10.1081 1.95482

기타 9.3333 4.04145

*p<0.05

<표 Ⅳ-10>계속

바.종교에 따른 사회 지지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종교에 따라 사회  지지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1>와 같다. 사회  지지의 

종교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정서  지지는 기독교 23.1212, 천주교 24.3793, 불교 

24.4286, 무교 21.8108, 기타 20.3333으로, 정보  지지는 기독교 20.0606, 천주교 

21.2759, 불교 20.9286, 무교 18.7297, 기타 16으로, 물질  지지는 기독교 18.3333, 

천주교 20.4483, 불교 20.2857, 무교 17.9730, 기타 15.3333으로, 평가  지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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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 19.5152, 천주교 20.7586, 불교 20.5714, 무교 18.5946, 기타 15.3333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정서 지지

기독교 23.1212 4.24822

2.033

천주교 24.3793 3.96785

불교 24.4286 5.63934

무교 21.8108 3.80670

기타 20.3333 9.60902

정보 지지

기독교 20.0606 3.80739

2.783

천주교 21.2759 3.64394

불교 20.9286 5.10602

무교 18.7297 3.33873

기타 16.0000 6.55744

물질 지지

기독교 18.3333 3.26599

3.098

천주교 20.4483 3.48042

불교 20.2857 4.82667

무교 17.9730 3.73040

기타 15.3333 7.09460

평가 지지

기독교 19.5152 3.20275

2.459

천주교 20.7586 3.99692

불교 20.5714 5.00330

무교 18.5946 3.16631

기타 15.3333 9.07377

*p<0.05

<표 Ⅳ-11> 기청소년의 종교에 따른 사회 지지 차이

사.종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종교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

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진로태도성

숙의 종교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결정성은 기독교 30.1212, 천주교 30.6207, 불

교 29.7143, 무교 30.3243, 기타 25.0000으로, 목 성은 기독교 23.6970, 천주교 

24.0345, 불교 23.6429, 무교 23.4865, 기타 21.6667로, 확신성운 기독교 31.7273, 천

주교 33.1379, 불교 31.8571, 무교 32.3514, 기타 29.3333으로, 비성은 기독교 

30.3030, 천주교 30.2759, 불교 31.0714, 무교 30.7027, 기타 25.3333으로, 독립성은 

기독교 27.4848, 천주교 28.3793, 불교 27.4286, 무교 28.2703, 기타 21.3333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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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태도성숙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결정성

기독교 30.1212 4.02925

2.123

천주교 30.6207 3.55983

불교 29.7143 1.89852

무교 30.3243 2.51721

기타 25.0000 3.46410

목 성

기독교 23.6970 3.42313

.412

천주교 24.0345 3.12230

불교 23.6429 1.69193

무교 23.4865 3.59492

기타 21.6667 1.52753

확신성

기독교 31.7273 3.92327

.846

천주교 33.1379 5.47543

불교 31.8571 3.67648

무교 32.3514 3.00200

기타 29.3333 8.14453

비성

기독교 30.3030 3.88495

1.291

천주교 30.2759 4.89823

불교 31.0714 2.67364

무교 30.7027 4.01293

기타 25.3333 5.13160

독립성

기독교 27.4848 4.23616

3.094

천주교 28.3793 3.82112

불교 27.4286 2.79324

무교 28.2703 2.55657

기타 21.3333 2.51661

*p<0.05

<표 Ⅳ-12> 기청소년의 종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차이

아.종교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종교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3>와 같다.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종교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정보수집은 기독교 13.7879, 천주

교 15.6207, 불교 16.2857, 무교 15.5135, 기타 15.6667으로, 목표설정은 기독교 

15.7273, 천주교 16.4828, 불교 16.3571, 무교 15.5405, 기타 15.3333으로, 계획수립

은 기독교 14.6667, 천주교 15.7931, 불교 15.2143, 무교 15.1351, 기타 12.666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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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은 기독교 14.8182, 천주교 16.3793, 불교 16.0714, 무교 15.9459, 기타 

14.3333으로, 자기평가는 기독교 14.0909, 천주교 16.4138, 불교 15, 무교 15.5946, 

기타 13.3333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자기평가에서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정보수집

기독교 13.7879 3.92713

1.917

천주교 15.6207 3.81177

불교 16.2857 3.38387

무교 15.5135 2.43381

기타 15.6667 5.50757

목표설정

기독교 15.7273 3.04418

.448

천주교 16.4828 3.85098

불교 16.3571 3.27243

무교 15.5405 2.93063

기타 15.3333 4.72582

계획수립

기독교 14.6667 3.14907

1.019

천주교 15.7931 3.72616

불교 15.2143 1.92867

무교 15.1351 2.48509

기타 12.6667 5.50757

문제해결

기독교 14.8182 2.62743

1.347

천주교 16.3793 3.98581

불교 16.0714 2.75860

무교 15.9459 2.21040

기타 14.3333 5.68624

자기평가

기독교 14.0909 2.99336

3.167/0.038* 천주교>기독교

천주교 16.4138 3.46943

불교 15.0000 1.35873

무교 15.5946 2.21685

기타 13.3333 5.03322

*p<0.05

<표 Ⅳ-13> 기청소년의 종교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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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업 단시기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학업 단시기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원인분

석력은 t값이 1.746, 감정통제력은 0.722, 충동억제력은 1.798, 감사하기는 1.952, 

생활만족도는 -0.264, 낙 성은 0.724, 계성은 1.557, 커뮤니 이션은 0.054 공감

능력은 0.675으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

업 단시기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회복탄력성 단 시기 빈도 평균 표 편차 t

원인분석력
학교 27 10 2.27021

1.746
고등학교 89 9.2247 1.94090

감정통제력
학교 27 9.7778 2.11830

.722
고등학교 89 9.4831 1.77170

충동억제력
학교 27 9.6296 1.80060

1.798
고등학교 89 9.0112 1.48855

감사하기
학교 27 9.1852 2.13104

1.952
고등학교 89 8.4382 1.60931

생활만족도
학교 27 9.2593 2.69747

.-.264
고등학교 89 9.3820 1.91588

낙 성
학교 27 10.1481 2.23097

.724
고등학교 89 9.7978 2.19597

계성
학교 27 8.4444 3.21455

1.557
고등학교 89 7.5506 2.40743

커뮤니 이션
학교 27 9.2963 2.26847

.054
고등학교 89 9.2697 2.62847

공감능력
학교 27 10.0741 2.38466

.675
고등학교 89 9.7640 1.99444

*p<0.05

<표 Ⅳ-14> 기청소년의 학업 단시기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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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학업 단시기에 따른 사회 지지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학업 단시기에 따라 사회  지지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정서  

지지는 t값이 –0.186, 정보  지지는 t값이 –0.020, 물질  지지는 t값이 0.143, 평

가  지지는 t값이 0.285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 단시기에 따른 사회  지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 지지 단 시기 빈도 평균 표 편차 t

정서 지지
학교 27 22.9630 5.55726

-.186
고등학교 89 23.1461 4.11635

정보 지지
학교 27 19.9259 4.83518

-.020
고등학교 89 19.9438 3.72449

물질 지지
학교 27 19.0000 4.96139

.143
고등학교 89 18.8764 3.57014

평가 지지
학교 27 19.7407 4.47723

.285
고등학교 89 19.4944 3.76625

*p<0.05

<표 Ⅳ-15> 기청소년의 학업 단시기에 따른 사회 지지 차이

카. 학업 단시기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학업 단시기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결정

성은 t값이 0.1, 목 성은 t값이 0.021, 확신성은 t값이 –0.694, 비성은 t값이 

1.415, 독립성은 t값이 1.640으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학업 단시기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진로태도성숙 단 시기 빈도 평균 표 편차 t

결정성
학교 27 30.1852 2.97473

.100
고등학교 89 30.1124 3.42596

<표 계속>

<표 Ⅳ-16> 기청소년의 학업 단시기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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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태도성숙 단 시기 빈도 평균 표 편차 t

목 성
학교 27 23.6667 2.54196

.021
고등학교 89 23.6517 3.37807

확신성
학교 27 31.7407 3.74774

-.694
고등학교 89 32.3820 4.33145

비성
학교 27 31.3704 3.68101

1.415
고등학교 89 30.0899 4.23900

독립성
학교 27 28.7778 3.53372

1.640
고등학교 89 27.4944 3.57111

*p<0.05

<표 Ⅳ-16>계속

타. 학업 단시기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학업 단시기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정보수집은 t값이 –0.434, 목표설정은 t값이 –0.733, 계획수립은 t값이 –1.008, 문제

해결은 t값이 0.864, 자기평가는 t값이 0.865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 단시기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진로자기효능감 단 시기 빈도 평균 표 편차 t

정보수집
학교 27 14.8889 2.85998

-.434
고등학교 89 15.2247 3.69198

목표설정
학교 27 15.5185 2.95310

-.733
고등학교 89 16.0449 3.35718

계획수립
학교 27 14.5926 3.31963

-1.008
고등학교 89 15.2697 2.97629

문제해결
학교 27 16.1481 3.00901

.864
고등학교 89 15.5730 3.03722

자기평가
학교 27 15.6667 2.68901

.865
고등학교 89 15.1124 2.97886

*p<0.05

<표 Ⅳ-17> 기청소년의 학업 단시기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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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기청소년들이 가족 계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6>와 같다. 회복탄력

성의 가족 계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원인분석력은 일반가정 9.8367, 한 부모가

정 9.44565, 조손가정 7.8333, 고아 8.4667, 감정통제력은 일반가정 9.8980, 한 부모

가정 9.4783, 조손가정 9, 고아 8.8667, 충동억제력은 일반가정 9.3265, 한 부모가

정 9.1957, 조손가정 8.5, 고아 8.7333, 감사하기는 일반가정 8.5102, 한 부모가정 

8.8478, 조손가정 8.8333, 고아 8.1333, 생활만족도는 일반가정 9.3469, 한 부모가정 

9.1957, 조손가정 9.8333, 고아 9.6667, 낙 성은 일반가정 9.8163, 한 부모가정 

10.1957, 조손가정 9.3333, 고아 9.3333, 계성은 일반가정 7.8163, 한 부모가정 

7.6087, 조손가정 9, 고아 7.5333, 커뮤니 이션은 일반가정 9.3061, 한 부모가정 

9.4783, 조손가정 9.8333, 고아 8.3333, 공감능력은 일반가정 9.8163, 한 부모가정 

10.0217, 조손가정 9.6667, 고아 9.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 으로 가정이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

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1 2 3 4

원인분석력

일반가정 9.8367 1.91863

3.159
한부모가정 9.4565 2.25789

조손가정 7.8333 1.47196

고아 8.4667 1.30201

감정통제력

일반가정 9.8980 1.89566

1.474
한부모가정 9.4783 1.98594

조손가정 9.0000 1.67332

고아 8.8667 1.06010

충동억제력

일반가정 9.3265 1.70034

.900
한부모가정 9.1957 1.62781

조손가정 8.5000 .83666

고아 8.7333 1.16292

<표 계속>

<표 Ⅳ-18> 기청소년의 가족 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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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1 2 3 4

감사하기

일반가정 8.5102 2.01166

.723
한부모가정 8.8478 1.49023

조손가정 8.8333 1.32916

고아 8.1333 1.84649

생활만족도

일반가정 9.3469 2.25047

.291
한부모가정 9.1957 2.13562

조손가정 9.8333 1.72240

고아 9.6667 1.79947

낙 성

일반가정 9.8163 2.21429

.757
한부모가정 10.1957 2.06149

조손가정 9.3333 3.01109

고아 9.3333 2.28869

계성

일반가정 7.8163 2.81864

.534
한부모가정 7.6087 2.54277

조손가정 9.0000 2.52982

고아 7.5333 2.38647

커뮤니

이션

일반가정 9.3061 2.30221

1.149
한부모가정 9.4783 2.14724

조손가정 9.8333 3.18852

고아 8.3333 1.75933

공감능력

일반가정 9.8163 2.13769

.349
한부모가정 10.0217 2.21599

조손가정 9.6667 1.86190

고아 9.4000 1.63881

*p<0.05

<표 Ⅳ-18>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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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족 계에 따른 사회 지지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가족 계에 따라 사회  지지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사회  

지지의 가족 계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정서  지지는 일반가정 23.6327, 한 부

모가정 22.9130, 조손가정 22, 고아 22.4로, 정보  지지는 일반가정 20.5102, 한 

부모가정 19.4783, 조손가정 20.5, 고아 19.2667로, 물질  지지는 일반가정 

19.8163, 한 부모가정 18.3261, 조손가정 18, 고아 18.0667로, 평가  지지는 일반

가정 19.7959, 조손가정 19.3913, 조손가정 19.5, 고아 19.2667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 으로 가정이 있는 경

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1 2 3 4

정서 지지

일반가정 23.6327 4.82914

.497
한부모가정 22.9130 4.24173

조손가정 22.0000 3.34664

고아 22.4000 4.46894

정보 지지

일반가정 20.5102 4.33552

.716
한부모가정 19.4783 3.60702

조손가정 20.5000 3.50714

고아 19.2667 4.18273

물질 지지

일반가정 19.8163 4.53998

1.581
한부모가정 18.3261 3.45160

조손가정 18.0000 2.44949

고아 18.0667 3.10453

평가 지지

일반가정 19.7959 4.37788

.113
한부모가정 19.3913 3.34317

조손가정 19.5000 3.56371

고아 19.2667 4.46361

*p<0.05

<표 Ⅳ-19> 기청소년의 가족 계에 따른 사회 지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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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족 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가족 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20>와 같다. 진로태

도성숙의 가족 계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결정성은 일반가정 29.9796, 한 부모

가정 30.087, 조손가정 30, 고아 30.8로, 목 성은 일반가정 23.7347, 한 부모가정 

24.0217, 조손가정 22.1667, 고아 22.8667로, 확신성은 일반가정 32.0816, 한 부모가

정 32.8696, 조손가정 30.5, 고아 31.4667로, 비성은 일반가정 30.2449, 조손가정 

31.0217, 조손가정 28.1667, 고아 29.8로, 독립성은 일반가정 27.5102, 한 부모가정 

28.587, 조손가정 27.8333, 고아 26.2667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 으로 가정이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

우보다 진로태도성숙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결정성

일반가정 29.9796 2.92610

.239
한부모가정 30.0870 3.82289

조손가정 30.0000 1.26491

고아 30.8000 3.56971

목 성

일반가정 23.7347 2.91387

.951
한부모가정 24.0217 3.47364

조손가정 22.1667 2.48328

고아 22.8667 3.39888

확신성

일반가정 32.0816 4.10709

.879
한부모가정 32.8696 3.92490

조손가정 30.5000 5.61249

고아 31.4667 4.76395

비성

일반가정 30.2449 4.57134

1.059
한부모가정 31.0217 3.47364

조손가정 28.1667 4.66548

고아 29.8000 4.29618

독립성

일반가정 27.5102 3.24116

1.793
한부모가정 28.5870 3.83305

조손가정 27.8333 2.99444

고아 26.2667 3.80726

*p<0.05

<표 Ⅳ-20> 기청소년의 가족 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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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기청소년들의 가족 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21>와 같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가족 계에 따른 수 을 살펴보면 정보수집은 일반가정 

15.2041, 한 부모가정 15.2609, 조손가정 13.8333, 고아 15.1333로, 목표설정은 일반

가정 16.0204, 한 부모가정 16.1304, 조손가정 15.6667, 고아 15.0667로, 계획수립은 

일반가정 15.0408, 한 부모가정 15.1739, 조손가정 15.3333, 고아 15.0667로, 문제해

결은 일반가정 15.3878, 조손가정 15.8478, 조손가정 16, 고아 16.2로, 자기평가는 

일반가정 15.5102, 한 부모가정 15, 조손가정 15.1667, 고아 15.1333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 으로 가정이 있

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종교 평균 표 편차 F Scheffe

정보수집

일반가정 15.2041 3.43984

.296
한부모가정 15.2609 3.64195

조손가정 13.8333 4.70815

고아 15.1333 3.02056

목표설정

일반가정 16.0204 3.24352

.427
한부모가정 16.1304 3.23597

조손가정 15.6667 4.67618

고아 15.0667 2.98727

계획수립

일반가정 15.0408 2.81335

.026
한부모가정 15.1739 3.23388

조손가정 15.3333 3.14113

고아 15.0667 3.53486

문제해결

일반가정 15.3878 3.04697

.360
한부모가정 15.8478 2.98118

조손가정 16.0000 2.52982

고아 16.2000 3.44757

자기평가

일반가정 15.5102 2.67802

.248
한부모가정 15.0000 3.20416

조손가정 15.1667 2.71416

고아 15.1333 2.99682

*p<0.05

<표 Ⅳ-21> 기청소년의 가족 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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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의 회복탄력 , 사회  지지, 진로결 자 효능감 및 진로

태도 의 계

가.회복탄력성,사회 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의

상 계

 기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 

련변인의 상 계는 <표 Ⅳ-22>와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변인은 독립변

인인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와 매개변인인 진로태도성숙이 있었고 련 변인으

로는 성별, 종교, 학업 단 시기, 가족 계 등이 있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진

로태도성숙은 회복탄력성(r=.397), 사회  지지(r=.305)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

효능감(r=.367)과 간 정도의 정  상 을 보 다. 그 외 성별(r=-.035), 종교(r=-.0

50), 학업 단시기(r=-.061), 가족 계(r=-.057)와는 매우 낮은 부  상 을 보 다. 

구분 1 2 3 4 5 6 7 8

1.성별 1

2.종교 .167 1

3.학업 단시기 -.036 -.050 1

4.가족 계 -.010 .022 .123 1

5.회복탄력성 -.066 .016 -.153 -.144 1

6.사회 지지 -.126 -.167 -.005 -.111 .546** 1

7.진로결정자기효능감 -.023 .081 .014 -.017 .508** .411** 1

8.진로태도성숙 -.035 -.050 -.061 -.057 .397** .305** .367** 1

**P<0.01

<표 Ⅳ-22>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사회 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
숙과 련변인의 상 계

 한편, 이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 계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Davis(1971)의 견해

를 따랐다(<표 Ⅳ-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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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상 정도의 해석

1.0 완 한 상 (perfect)

0.70~0.99 매우 높은 상 (veryhigh)

0.50~0.69 높은 상 (substantial)

0.30~0.49 간 상 (moderate)

0.10~0.29 낮은 상 (low)

0.01~0.09 매우 낮은 상 (negligible)

자료:Davis.(1971).Elementarysurveyanalysis.Englewood,NJ:Prentice.Hall.

<표 Ⅳ-23>피어슨 상 계수(r)에 한 상 정도 단기

나.다 공선성의 진단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회복탄

력성  사회  지지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해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

에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 다. 다 공선성은 독립변수간의 상 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가 지나치게 높을 

때, 부분회귀계수의 표 오차가 커져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의 변략을 해

석하는 것이 모호해지고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며 표본 사례 수의 

변화와 같은 자료의 미세한 변화나 회귀모형에서 변인의 추가나 삭제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여 큰 표 오차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회귀분석 결과의 통계 인 

유의미를 감소시키게 되며,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최동선, 2003). 다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 다. 공차한계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얼마나 상

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독립변인들의 다상 제곱을 1.0에서 감하여 계산하며, VIF

는 공차한계의 역수이다. 일반 으로 공차한계는 1에 근 할수록 다 공선성이 없

는 것으로 단되며 0.1이하일 경우 다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VIF가 10 

이상이 되면 다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양병화, 1998). 이 연구에서 다

공선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VIF값과 공차한계 모두 정상 인 값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 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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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회복탄력성

원인분석력 .394 2.541

감정통제력 .497 2.012

충동억제력 .637 1.570

감사하기 .663 1.508

생활만족도 .679 1.473

낙 성 .489 2.044

계성 .634 1.576

커뮤니 이션 .417 2.396

공감능력 .455 2.198

사회 지지

정서 지지 .179 5.574

정보 지지 .222 4.511

물질 지지 .202 4.939

평가 지지 .227 4.411

<표 Ⅳ-24>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다 공선성 진단

다.진로태도성숙에 한 회복탄력성의 향 계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회복탄

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독립변

수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결과 포함된 모형의 F값은 21.329으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을 15.8% 설명

하고 있었다. 한,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  .01에서 회복탄력성(β=.397, p<0.01)이 진로태도성숙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B β t

회복탄력성 .512 .397 4.618**

*p<0.05,**p<0.01

<표 Ⅳ-25>진로태도성숙에 한 회복탄력성의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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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로태도성숙에 한 회복탄력성 하 요인의 향 계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회복탄

력성의 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6>

와 같다. 독립변수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결과 회복탄력성이 포함된 모형의 

F값은 3.750으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진

로태도성숙을 24.1%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  .05에서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하  요

인은 원인분석력(β=.323, p<0.05)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 B β t

원인분석력 2.213 .323 2.399*

감정통제력 .289 .038 .320

충동억제력 .709 .080 .757

감사하기 -.418 -.053 -.509

생활만족도 -.489 -.074 -.721

낙 성 1.226 .193 1.598

계성 .879 .166 1.560

커뮤니 이션 .329 .053 .402

공감능력 -.517 -.077 -.617

*p<0.05,**p<0.01

<표 Ⅳ-26>진로태도성숙에 한 회복탄력성 하 요인의 다회귀분석

마.진로태도성숙에 한 사회 지지의 향 계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회복탄

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7>와 같다. 독립변

수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결과 포함된 모형의 F값은 11.666으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을 9.3% 설명하

고 있었다. 한,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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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 유의수  .01에서 회복탄력성(β=.305, p<0.01)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B β t

사회 지지 .278 .305 3.415**

*p<0.05,**p<0.01

<표 Ⅳ-27>진로태도성숙에 한 사회 지지의 단순회귀분석

바.진로태도성숙에 한 사회 지지 하 요인의 향 계

 기청소년의 사회  지의 하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사회  지지의 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8>와 같다. 독립변수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결과 사회  지지가 포

함된 모형의 F값은 4.422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독립변수는 종

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을 10.6%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  .05에서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의 하 요

인은 정보 지지(β=.473, p<0.05)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 B β t

정서 지지 -.769 -.246 -1.184

정보 지지 1.654 .473 2.525*

물질 지지 -.334 -.094 -.478

평가 지지 .713 .200 1.083

*p<0.05,**p<0.01

<표 Ⅳ-28>진로태도성숙에 한 사회 지지 하 요인의 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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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복탄력 과 진로태도 의 계에  진로결 자 효능감의 매개

효과

가.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기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

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

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50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

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β=.397,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성숙에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β=.284, p<0.01)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222, p<0.05)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397)값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284)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과의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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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508** 6.299 .252

2단계 진로태도성숙 회복탄력성 .397** 4.618 .150

3단계 진로태도성숙
회복탄력성 .284** 2.897

.18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22* 2.268

*p<0.05,**p<0.01

<표 Ⅳ-29>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나.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간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1)회복탄력성과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과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

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51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인인 결정성(β=.343,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결정성에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β=.214, p<0.05)과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250, p<0.05)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343)값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214)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결정성과의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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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탄력성과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0>와 같다.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513** 5.920 .256

2단계 결정성 회복탄력성 .343** 3.614 .109

3단계 결정성
회복탄력성 .306* 1.983

.14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22* 2.313

*p<0.05,**p<0.01

<표 Ⅳ-30>회복탄력성과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회복탄력성과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과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

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51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인인 목 성(β=.443,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목 성에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β=.331, p<0.01)과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217, p<0.05)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443)값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331)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목 성과의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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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513** 5.920 .256

2단계 목 성 회복탄력성 .443** 4.889 .188

3단계 목 성
회복탄력성 .331** 3.193

.2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17* 2.094

*p<0.05,**p<0.01

<표 Ⅳ-31>회복탄력성과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회복탄력성과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1>와 같다. 

3)회복탄력성과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과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

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51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인인 확신성(β=.463,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확신성에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β=.207, p<0.05)과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498, p<0.01)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463)값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207)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확신성과의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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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탄력성과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2>와 같다.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513** 5.920 .256

2단계 확신성 회복탄력성 .463** 5.173 .206

3단계 확신성
회복탄력성 .207* 2.258

.38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98** 5.427

*p<0.05,**p<0.01

<표 Ⅳ-32>회복탄력성과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회복탄력성과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과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

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51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인인 비성(β=.166, p>0.05)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성에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β=.222, p>0.05)과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108, p>0.01)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과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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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탄력성과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3>와 같다.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513** 5.920 .256

2단계 비성 회복탄력성 .166 1.668 .018

3단계 비성
회복탄력성 .222 1.907

.01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08 -.930

*p<0.05,**p<0.01

<표 Ⅳ-33>회복탄력성과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5)회복탄력성과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과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

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51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인인 독립성(β=.196, p<0.05)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독립성에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β=.210, p>0.05)과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026, p>0.05)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과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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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513** 5.920 .256

2단계 독립성 회복탄력성 .196* 1.984 .029

3단계 독립성
회복탄력성 .210 1.810

.01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26 -.225

*p<0.05,**p<0.01

<표 Ⅳ-34>회복탄력성과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6. 사회  지지  진로태도 의 계에  진로결 자 효능감의 매개

효과

가.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기청소년들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44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

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β=.360,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성숙에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β=.240, p<0.05)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273, p<0.01)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360)값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240)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과의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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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5>와 같다.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441** 4.861 .186

2단계 진로태도성숙 사회 지지 .360** 3.821 .121

3단계 진로태도성숙
사회 지지 .240* 2.354

.17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73** 2.684

*p<0.05,**p<0.01

<표 Ⅳ-35>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나.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간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1)사회 지지와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사회  지지와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

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441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종속변인인 결정성(β=.312,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결정성에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β=.190, p>0.05)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277, p<0.01)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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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  지지와 결정성과의 계에서 불완 한 매

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  지지와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6>와 같다.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441** 4.861 .186

2단계 결정성 사회 지지 .312** 3.245 .088

3단계 결정성
사회 지지 .190 1.827

.14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77** 2.668

*p<0.05,**p<0.01

<표 Ⅳ-36>사회 지지와 결정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사회 지지와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사회  지지와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

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441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종속변인인 목 성(β=.250, p<0.05)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목 성에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β=.099, p>0.05)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344, p<0.01)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  지지와 목 성과의 계에서 불완 한 매

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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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지지와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7>와 같다.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513** 5.920 .256

2단계 목 성 사회 지지 .250* 2.559 .053

3단계 목 성
사회 지지 .099 .951

.14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4** 3.312

*p<0.05,**p<0.01

<표 Ⅳ-37>사회 지지와 목 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사회 지지와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사회  지지와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

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441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종속변인인 확신성(β=.418,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확신성에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β=.188, p<0.05)과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522, p<0.01)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418)값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β(.188)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  지지와 확신성과의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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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지지와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8>와 같다.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513** 5.920 .256

2단계 확신성 사회 지지 .418** 4.551 .166

3단계 확신성
사회 지지 .188* 2.130

.38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22** 5.930

*p<0.05,**p<0.01

<표 Ⅳ-38>사회 지지와 확신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사회 지지와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사회  지지와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

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441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종속변인인 비성(β=.155, p>0.05)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성에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β=.190, p>0.05)와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078, p>0.01)이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  지지와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와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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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513** 5.920 .256

2단계 비성 사회 지지 .155 1.557 .014

3단계 비성
사회 지지 .190 1.702

.00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78 -.699

*p<0.05,**p<0.01

<표 Ⅳ-39>사회 지지와 비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5)사회 지지와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청소년들의 사회  지지와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

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β=.441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1단계 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가 종속변인인 독립성(β=.233, p<0.05)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지 다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독립성에 독립변인인 사회  지지(β=.245, p<0.05)sms 유의

한 향을 미치고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026, p>0.05)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  지지와 독립성과의 계에서 불완 한 매

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  지지와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4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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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1단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513** 5.920 .256

2단계 독립성 사회 지지 .233* 2.373 .045

3단계 독립성
사회 지지 .245* 2.225

.03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26 -.238

*p<0.05,**p<0.01

<표 Ⅳ-40>사회 지지와 독립성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7. 논의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에 한 분석결과를 토 로 몇 가지 논의를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황을 보면 반 인 수 은 5  환산 평균 3.07

로 보통 정도 수 이고, 하 요인별 수 은 낙 성이 가장 높고(3.29), 공감능력

(3.28), 감정통제력(3.18), 생활만족도(3.12), 원인분석력(3.14), 커뮤니 이션(3.09), 충

동억제력(3.05), 감사하기(2.87), 계성(2.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으로 

기청소년이 보통 수 의 회복탄력성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3.10)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다만 감사하기와 계성에서 낮은 수 을 보 는데 이는 기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상황을 비 하거나 인 계에서 자신감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정성을 높이고 인 계에 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 

황을 보면 반 인 수 은 5  환산 평균 3.26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정도

의 수 이고, 하 요인별 수 은 정서  지지(3.30), 평가  지지(3.26), 정보  지지

(3.23), 물질  지지(3.15)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 측면에서는 기청소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청소년이 다양한 사회 인 지원 체계의 도움을 받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반 된 결과로 단된다. 기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 수 은 5 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07로 보통정도 수 이고 하 요인별 수

은 확신성(3.22), 결정성(3.13), 독립성(3.09), 비성(3.04), 목 성(2.96)으로 나타

났다. 목 성이 다소 낮은데 기청소년의 경우 뚜렷한 진로목표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있어서 목표설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청

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은 5 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09로 보통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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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요인별 수 은 목표설정(3.18), 문제해결(3.14), 자기평가(3.05), 정보수집

(3.03), 계획수립(3.0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 요인 에서는 원인분석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원인분석력은 문제의 원인에 해 객

으로 분석하는 능력인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토 로 원인분석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 성숙에 정

인 향을 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오은경,2003; 조명실, 2007; 이경선, 2009; 

Chope, 200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  지지의 하 요인 에서는 정보  지

지가 진로태도 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에 한 

극 인 정보나 충고를 구하는 것이 진로태도 성숙에도 높은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기청소년의 개인·심리  특성 변인인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회

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가설 으로 설정한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회복탄력성을 충분히 높이면 기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진로에 한 결정이나 성

숙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과 회복탄력성과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결정성, 목 성, 확신

성은 매개효과가 있고 비성, 독립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에 한 매개효과 련 연구를 추가 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환경  특성 변인인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가설 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기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도를 높이려면 개인·심리 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

회·환경 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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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

로태도성숙의 하 요인과 사회  지지와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확신성만이 매개효과가 있고, 결정성, 독립성과 목 성은 

불완 한 매개효과, 비성은 회복탄력성과 마찬가지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에 한 매개효과 련 연구를 추

가 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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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결론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한 구

체 인 연구 문제로 첫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 은 어떠한가? 둘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

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청소년의 회복탄

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넷째, 기청

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가? 로 설정하 다. 한 매개효과를 한 연구 가설로는 ①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

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청

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②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  

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 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기청소년이다. 기청소년은 의의 개념으로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혹은 학교라는 공교육 제도권

을 벗어나 있는 자로 봤을 때, 그 체 인 규모는 108만 여명이지만 의의 개

념인 학업 단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국 으로 약 6만 8천명 정도이다. 이에 

따른 회귀분석을 한 최소 표집 수는 60명 이었다. 표본 집단은 기청소년을 

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 에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확정하 다.

 조사도구는 크게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일반  특성 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회복탄력성은 원인분석력 3

문항, 감정통제력 3문항, 충동억제력 3문항, 감사하기 3문항, 생활만족도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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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성 3문항, 계성 3문항, 커뮤니 이션 3문항, 공감능력 3문항으로 총 27문항

이고 5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사회  지지는 정서  지지 7문

항, 정보  지지 6문항, 물질  지지 5문항, 평가  지지 6문항으로 총 25문항이

고 5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정보수집 5

문항, 목표설정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자기평가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고 5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진로태도성숙은 결정성 

10문항, 목 성 8문항, 확신성 10문항, 비성 10문항, 독립성 9문항으로 총 47문

항이고 5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일반  특성은 성별, 나이, 종

교, 가족사항, 학업 단 시기  사유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질문지는 산업교육

공 박사학  소지자 3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기청소년 3명에

게 지시문의 명확성  읽기와 반응의 용이성을 검증받았다. 한 비조사(poliot 

test)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사하 다.

 자료의 수집은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19일과 8월 4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되

었다. 설문은 우편  방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 127부가 회수되었으며 회

수율은 84.7% 다. 이  불성실응답  이상치 제거를 통해 최종 분석에는 116

부가 사용되었으며 유효자료율은 77.3% 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 치로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수 을 

구명하기 하여 빈도, 평균, 표 편차 등이 사용되었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회

복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차이를 구명하기 하여 t-test  ANOVA(일원배치분

산분석)가 사용되었다. 한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  설명력을 구명하기 하여 상 계 분석 

 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추리통계에서 

통계  유의미성은 0.05를 기 으로 단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 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수 은 다음과 같다.

 ①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수 은 5 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07으로 나타났

다. 이를 하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낙 성이 가장 높고(3.29), 공감능력

(3.28), 감정통제력(3.18), 생활만족도(3.12), 원인분석력(3.14), 커뮤니 이션(3.09), 충

동억제력(3.05), 감사하기(2.87), 계성(2.5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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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 수 은 5 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26으로 나타났

다. 이를 하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정서 지지가 가장 높고(3.30), 평가

지지(3.26), 정보 지지(3.23), 물질 지지(3.15) 순이었다.

 ③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수 은 5 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07로 나타났

다. 이를 하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확신성이 가장 높고(3.22), 결정성

(3.13), 독립성(3.09), 비성(3.04), 목 성(2.96) 순이었다.

 ④ 기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은 5 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09로 

나타났다. 이를 하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목표설정이 가장 높고(3.18), 

문제해결(3.14), 자기평가(3.05), 정보수집(3.03), 계획수립(3.02) 순이었다.

 ⑤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회복탄력성이 포함된 모형의 F값은 21.329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 )은 15.8% 다. β값은 0.397(p<0.01)로 정 인 계를 보이

고 있었다.

 ②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하 요인이 포함된 모형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하 요인이 포함된 모형의 F값은 

3.750으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 )은 24.1% 다. 개별 하

요인 에서는 원인분석력이 β값 0.323(p<0.05)으로 정 인 계를 보이고 있었

다.

 ③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지지가 포함된 모형의 F값은 11.666으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 )은 9.3% 다. β값은 0.305(p<0.01)로 정 인 계를 보이고 

있었다.

 ④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 하 요인이 포함된 모형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하 요인이 포함된 모형의 F값은 

4.422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 )은 10.6% 다. 개별 하

요인 에서는 정보 지지가 β값 0.473(p<0.05)로 정 인 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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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Baron & Kenny의 3단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간의 계에서는 결정성, 목 성, 

확신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비성, 독립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Baron & Kenny의 3단계 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 간의 계에서는 확신성은 부분매

개 효과가 있었고, 결정성과 독립성, 목 성은 불완  매개효과, 비성은 매개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의 증가, 빈부격차의 확 에 따른 가족해체와 빈곤가정 

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직 인 보호 상인 기

청소년에 한 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 청소년은 사회·

환경 인 문제와 개인·심리 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진로문제에 있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복잡하게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기청소년의 

사회·환경 인 요인으로 사회  지지와 개인·심리 인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의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간정도 수 이었으며 성별, 종교, 학업 단 

시기, 가족 계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감사하기와 계성에서 낮은 수 을 보 는데 이는 기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상황을 비 하거나 인 계에서 자신감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

로 단된다. 따라서 정성을 높이고 인 계에 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간 이상의 수 이었으

며 개인  특성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기청소년의 진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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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숙은 체로 간 이상의 수 이었으며 개인  특성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목 성이 낮은 수 을 보 는데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각별히 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청소

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수 이 보통 이상이었으며 개인  특성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둘째, 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치고 하 요

인 에서는 원인분석력이 진로태도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이를 토 로 

기청소년의 원인분석력을 높여 그들의 진로에 한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기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진로태도성숙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하 요인 에서는 정보  지지가 진로태도 성숙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문제해결에 한 극 인 정보나 충고를 구하는 것이 진로

태도 성숙에도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기청소년의 이

러한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계에

서 각각 매개효과를 갖는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치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을 밝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이기 해서는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청소년의 회복탄

력성, 사회  지지는 물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그들이 사회에서 안정 으

로 진로를 설정하고, 건 한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 뒷받침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언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

도성숙과 련된 연구  실제 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해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 다. 

 첫째,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에 한 종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가 직·간 으로 진로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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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이라 할 수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측정 데이터는 횡단

 자료에 의존하 기 때문에 변인간의 계에 한 추론을 하는 데 다소 제한

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의 사 , 사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외에도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계를 매개  조 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로정체감, 진로 비행동 등 다양한 변인들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청소년의 범 를 보다 넓 서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의 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탄

력성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의 계를 측정함에 

있어 상은 의의 기청소년 개념인 학업 단 청소년으로 한정하 다. 그러나 

보다 의의 개념인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혹은 개인  요인으로 학교라는 공교

육 제도권을 벗어나 있는 자(학업 단 청소년)로 가출, 범죄, 약물 독 혹은 자살 

등의 행 를 할 험이 있는 자로 봤을 때는 보다 상이 넓어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범 를 넓 서 기청소년의 진로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시사

을 풍부하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청소년 진로  교육 측면에서 국가 정책 으로 기청소년의 회복탄

력성과 사회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부분을 선행  정책목표로 삼

아서 련 국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 부분에서는 원인분

석력을 활용하고, 사회 지지 부분에서는 정보 지지를 활용하여 진로태도성숙을 

높여주고, 진로결장지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을 높일 수 있음을 함께 활

용한다면 보다 효과 으로 기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아가도록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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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조사 문지

 위기청 년의 진로태도 숙과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계에 한 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성동제라고 합

니다. 이번에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 지지, 회

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응답하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13조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의 자

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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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정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설문문항 

1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관한 정보를 도서관이

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2 나는 향후 10년간의 직업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나는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볼 수 있다.

4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해 볼 기회가 있다.

5
나는 내가 정한 진로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대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6
나는 여러 가지 전공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

택할 수 있다.

7
나는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직업군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8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9
나는 일단 진로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에 대한 옳고 그

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10
나는 나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11 나는 목표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2
나는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3 나는 나의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14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

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15 나는 면접시험을 잘 해 나갈 수 있다.

16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할 때 어려움에 접

하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7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18
나는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9
나는 내가 이미 선택한 진로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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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정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설문문항 

20
나는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

21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22 나는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3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

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4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 할 

지, 또는 감수하지 못할지 알 수  있다.

25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동의하는 정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설문문항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2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4

나는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

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

각해 본 적이 없다.

5
나는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6
나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

을 할이지 막막하다.

7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8
나는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9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진로태도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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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정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설문문항 

10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다.

11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

저 생각한다.

12
나는 비록 내 적성한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

하는 직업을 원한다.

13 나는 근무시간이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4
나는 직업을 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

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15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16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

업할 것이다.

17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한다.

18
나는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 보다는 편하게 일하면

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20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신이 없다.

21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22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

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할 자신이 있다.

24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걱정된다

25 나는 노력만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26 나는 내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27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

을 자신이 있다.

28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잇다.

29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

활에 대해 상상해본다.

30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 95 -

동의하는 정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설문문항 

세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1
나는 미래에 어던 직업이 유망한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32 나는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33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

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읽는다.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

35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해 주길 원

한다.

36
나는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37
나는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

각하고 준비를 하곤 한다.

38
나는 자신의 흥미나 성격들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 받

기를 원한다.

3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면 직업

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4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41
나는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

택할 것이다.

42
나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43
나는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44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다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4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46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

다.

47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

에 후회할 것 같다.



- 96 -

동의하는 정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설문문항 

1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준다.

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

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 준다.

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있

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6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

감을 느끼게 해준다.

7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만한 사람들이다.

9
(나의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 줄 수 없

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10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들이다.

1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는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

1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1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1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준다.

1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상의해 준다.

16
(나의 주위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

려해 준다.

17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일에 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18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

일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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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20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21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는 편이다.

22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23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주려 노력한다.

24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 주고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25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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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

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

각한 수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

고 믿는다.

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5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6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

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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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장 해야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

도 잘 이겨낼 수 있다.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9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0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11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1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13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14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5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

16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7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8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19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  

한다.

20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21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22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한다.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24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25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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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______ 세 (______년생)

3.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

4. 귀하의 가족은?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형 ⑥ 나 ⑦ 

언니 ⑧ 오빠 ⑨ 동생 ⑩ 친척 (     ) ⑪ 기타 (     )

5. 귀하의 학업 단 시기는? 

   ① 등학교   ② 학교   ③ 고등학교    ④ 기타(       )

6. 학업 단 사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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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ceived by at-risk youth.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identifying the level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cond, verifying whether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positively affect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verifying whet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ourth, verifying whet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are at-risk youth. However, we focus a narrow 

sense of at-risk youth about 68,000 people(2013 based) who stopped studying or 

outside of public education because to grasp a broad sense of at-risk youth is so 

difficult and has practical limitation. Purposive sampling methode was used, 

resulting in a sample consisting of 100 at-risk youth.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level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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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ub-dimensions of each variable 

were selected from existing measurements. The sub-dimension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decisiveness, goal orientation, confidence, preparation, 

independence. The sub-dimensions of social support were emotion support, 

material support, information support, evaluation support. The sub-dimensions of 

resilience were control, positivity, sociality, communication, sympathy, satisfaction, 

gratitude, cause analysis. The sub-dimension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information gathering, goal setting, planning, problem solving, 

self-evaluation. Data(116) was collected via mail survey from third to 19th of 

march and from 4th to 20th of august, 2014.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9.0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level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lso,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identify perceived levels of 

each variabl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findings of study: First, the 

level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t-risk youth was 

above-average. Second, resilience and the sub-dimensions of resilience(cause 

analysis) positively affect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and the 

sub-dimensions of social support(information support) positively affect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our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longitudin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should be 

conducted. Second, more research exploring the variables that mediate or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re required. Third, subsequen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 broad 

sense of at-risk youth.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hen driving career related policy of At-risk youth.

……………………………………

Keywords : At-risk youth,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tudent Number : 2011-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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