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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직업은 한 개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

로결정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진로탐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청소년기는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를 시작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해보는 시기

이다. 따라서 진로교육 및 상담은 해당 연령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적

절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진로관련 프로

그램 및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성격, 흥미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거나 진로

준비에 따른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실재하는 하위

유형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위 군집유형을

확인하고, 각 하위 군집유형별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향

성·개방성의 성격 변인과 아이디어-자료·사람-사물의 직업흥미 변인을 기

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 및 진

로준비도 하위요인(구체적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

로정보수집)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의 3개 고등학교 1, 2, 3학년

480명을 대상으로 성격, 직업흥미, 진로준비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480

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4부를 제외하고 총 44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고, 성격 및 직업흥미 변인에 따른 하위 군집유형이 존재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군집분석은 Hair와 Black(2000)

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노형진(2007) 제시한 방

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

지막으로 하위 군집유형이 진로준비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자료 흥미, 사람-사물 흥미, 진로

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들 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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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집분석을 통해 성격과 직업흥미에 기반한 실재하는 6개의 군집유형

(내향-사물, 외향적 개방-아이디어, 평균, 외향-사람, 내향적 개방-아이디

어, 관습-자료·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6개의 군집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진로준비도 전체는 ‘외향-사람’ 유형, ‘외향적 개방-아이디어’ 유

형이 ‘내향-사물’ 유형에 비해 유의한 정도로 높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

위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에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 취

업준비행동을 제외한 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에서 유의

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른 실재하는 하위유형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단순히 하위유형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위유형별 특성으로 진로준비도를 탐색해 봄으로써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청소년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

해줄 뿐 만 아니라,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입 기법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Prediger의 직

업흥미 유형을 활용하여 직업 별 업무에 대한 흥미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진로, 군집분석, 성격, 직업흥미, 진로준비도

학번 : 2016-21524



- iii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1

2. 연구문제 ·········································································· 11

Ⅱ. 이론적 배경 ···················································· 12

1. 성격 ·················································································· 12

1) 성격이론 ····································································· 12

2) 성격5요인 ··································································· 13

3) 성격과 진로 ······························································· 16

2. 직업흥미 ·········································································· 18

1) 진로 및 직업흥미이론 ············································ 18

2) Prediger 직업흥미 ·················································· 20

3) 흥미와 진로 ······························································· 22

4) 성격과 흥미 ······························································· 23

3. 진로준비도 ······································································ 26

1) 진로준비도 ································································· 27

2) 진로준비도 유사 개념 ············································ 28

3) 진로준비 관련 선행연구 ········································ 32

① 성격과 진로준비 ·················································· 33

② 흥미와 진로준비 ·················································· 34



- iv -

Ⅲ. 연구방법 ·························································· 37

1. 연구대상 ·········································································· 37

2. 측정도구 ·········································································· 38

1) 성격 ·············································································· 38

2) 직업흥미 ····································································· 40

3) 진로준비도 ································································· 42

3. 자료분석 ·········································································· 44

Ⅳ. 연구결과 ·························································· 45

1. 연구 변인 기술통계 ····················································· 45

2. 연구 변인들 간 상관관계 ··········································· 46

3. 성격과 직업흥미에 따른 군집유형 ·························· 49

4. 성격과 직업흥미에 따른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의 차이·· 58

Ⅴ. 논의 및 제언 ·················································· 61

1. 요약 및 논의 ·································································· 61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65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언 ·························· 68

참고문헌 ··············································································· 70

부록 ························································································ 79

Abstract ··············································································· 82



- v -

표 목 차

<표 1> 성격5요인과 Holland의 직업흥미모형 상관관계 요약 ·············· 25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학교별 분포 (N=446) ······················· 38

<표 3> 성격 특성 예시 문항 ········································································ 39

<표 4> 성격 특성 척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 39

<표 5> 직업흥미 특성 예시 문항 ································································ 41

<표 6> 직업흥미 특성 척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 42

<표 7> 진로준비도 및 하위영역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43

<표 8> 성격, 직업흥미,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 기술 통계량 45

<표 9>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 48

<표 10> 각 군집에 포함된 성별 특성 ························································ 54

<표 11> 각 군집에 포함된 학년별 특성 ···················································· 54

<표 12> 최종 군집별 중심점 ········································································ 57

<표 13>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의 차이 ···················································· 59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Prediger의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의 상호분류체계 ·········· 22

[그림 2] 1단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 52

[그림 3] 2단계: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 52

[그림 4] 제1군집(n=222)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 53

[그림 5] 제2군집(n=224)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 53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

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생산성이 증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

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직업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한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며, 누군가에게 직업은 인생에서의 자신의 꿈과 가치

관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실제로 한 개인은 가정에서 보내

는 시간만큼이나 직장에서 역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일은 삶을 위한 생계 수단인 동시에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 요구하는 요건에 개인이 얼마나 부응하는지

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그 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즐길 수 있

는 지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김창대, 2002). 따라서 직업선택은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

러므로 진로결정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진로탐색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Ginzberg, 1988; Super, 1990)

진로발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Ginzberg(1988)는 직업선택이란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발달적인 과정

임을 강조했다. 크게 환상적 단계, 시험적 단계, 현실적 단계를 거치

는 일련의 발달 과정을 통해 특정 직업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 단

계들 중 청소년 시기는 시험적 단계(tentative stage)에 해당한다. 시

험적 단계는 다시 자신의 기호와 흥미에 기초하여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흥미시기’, 직업 역할이 요구하는 바와 직업의 보상적 측

면, 그리고 다른 준비 수단들에 대해 의식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

는 ‘능력시기’, 직업 역할과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연관시켜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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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자신의 가치 및 능력을 통합하고자 하는 ‘가치시기’, 마지막

으로 주변의 압력에 반응하여 시험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행하는 ‘이행시기’를 포함한다. 이 후 Super(1990)는 Ginzberg(1988)

의 이론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흥미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선택과 적응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선택과

관련된 타협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진로발달 과

정의 복합적인 현상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진로발달 이론을

만들고자 하였다(김봉환 외, 2013). Super(1990)의 진로발달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진로발달을 전 생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전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Super(1990)

는 각 생애주기에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게 되는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를 구분하였다. 이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직업을 선호할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결정화기’, 고려해왔던 직업들 중에서 선

택할 수 있는 직업을 구체화하는 ‘구체화기’, 선택한 분야를 향하여

행동을 취하는 ‘실행기’를 포함한다.

Ginzberg(1988)와 Super(1990)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시기는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신의 성격·흥미·능력과 같은 개인 특성을

탐색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탐색한 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해보는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명예, 권력, 부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타고난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함으로써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직

업에 만족하면서 각자의 분담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때 한 사

회가 구성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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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진로발달이론은 개개인이 각 발달 단계에 따른 과

업들을 충분히 이행해 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 실제로 KOSIS(국가통계포털, 2018.06.13)에서 제공한 자료

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진로

정보탐색 등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호소문제가 전체 상담의 약

17%로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호

소문제(약 27%) 다음으로 상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진로와 관련된 고민도 함께 가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

비하는 것이 진로 준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급학교

로 진학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성

격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성적이나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경

제적인 이유나 안정성과 같은 이유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도한 입시경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흥미·적성·가치

관 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진

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이후에 더 큰 진로 갈등 및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박아청, 장현덕, 1992). 예를 들어, 대

학 진학 후에 전공과 적성 간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 전망, 그로인

한 진로불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취업 후에도 직업이 자

신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가치관 등에 맞지 않아 직업만족도가 낮

아지거나 잦은 이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5개의 대

학교 상담부서에서 대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주

요 고민으로 진로, 학업, 대인관계, 성격 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진로문제가 가장 큰 고민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혜영, 2010).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이 제

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각 발달과업에 따

른 적절한 진로교육이나 상담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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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교육 및 진로상담은 해당 연령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 내용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을 탐색하고,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진

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진로와

직업과목 수업, 현장학습이나 견학, 동아리 활동,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 재량활동, 상담 선생님과의 진로상담, 진로관련 검사 등

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 세계에 대해 이해하

고, 주위 여건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계획하고 선택

하여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과 사회의 발전

에 공헌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

신의 흥미나 성격, 능력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심리검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 흥

미, 적성을 찾고 이를 진로 및 직업과 일대일로 매칭 하는 방법은

지양해야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심리측정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지능, 성격, 흥미와 같은 심리 특성들의 진단과 측정이 정교하게 되

었고, 개인차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정

서적 특성들이 분화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이효남, 2015).

하지만 Ackerman(1997)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단일 특성에 의해

단일하게 결정되는 일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지능검사의 점수는

부분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개인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 성격검사의 결과 역시 일부는 잠재적

인 성격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일부는 검사의 목적에 대한 피

검자들의 이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렇듯 개인의 행동이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인지적·

정서적·행동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

라, 오늘날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개인차 연구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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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효남, 2015). 또한 성격, 흥미, 능력,

가치관, 동기와 같은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로 영역에서

역시 진로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

서 이와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Goff, Ackerman, 1992; Gottfredson, Jones, & Holland, 1993;

Tokar, Swanson, 1995; Rolfhus, Ackerman, 1996; 안창규, 1996;

Carless, 1999; 김남규, 1999; 장은숙, 2008; 윤소정, 김정섭, 2007; 문

경현, 2015 등).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성별·학년별로 진

로 선택을 위한 개인 특성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 흥미, 능력

등의 상관관계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그 중 몇 개의 연구는 회귀

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파악하

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연구는 지능(능력), 흥미, 성격의 세 가지 구

인을 통합하거나 개인 특성들을 통합하여 학업이나 직업 수행 등을

예측한다(Ackerman, 1997; 이효남, 2015).

한편, 진로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개인 특성 중 하나

가 바로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성격이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고 안정된, 인지적·정동적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Allport, 1961; Mischel, Mischel, 1980; Phares,

1991; 윤가현 외, 2012).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과 관련해서는 성격이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 등 진로

관련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이기학,

김명원, 1998; 김지연, 황매향, 2004; 이주희, 2004; 오현정, 2008; 이

길환, 이덕로, & 박상석, 2012). 특히 성격5요인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

체로 성격5요인 중 적응성, 성실성은 진로 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

향을, 신경성은 진로 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비

교적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격5요인의 성격 특성

은 그 본질에 따라 이차원적이다. 다시 말해 더 낮을수록 좋은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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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나, 더 많을수록 좋은 단어 지식, 더 높을수록 좋은 수학 능력

에 비해 성격5요인의 특성들은 ‘매우 낮은 점수, 중간 범위 점수, 매

우 높은 점수’까지, 어떤 점수든 그 것만의 가치를 가진다. 즉, 이차

원적 척도의 높거나 낮은 점수에는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Howard, Howard, 2011). 특히 외향성과 개방성의 경우 선행연

구에서 그 결과가 뚜렷하게 일치되지 않았다. 즉, 외향성이 높을 때

혹은 낮을 때, 개방성이 높을 때 혹은 낮을 때에 항상 일관된 결과

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성격에 순행하는 진로를 선

택했는지 혹은 역행하는 진로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직업의 업무나 환경에 따라 성격에 따른 성취도가 다

르게 보고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5요인 중 특히 외향

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다른 개인 특성은 진로 및

직업흥미이다. 우선, 흥미는 어떤 종류의 활동 또는 사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가지게 하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 경향을

의미한다(김명준, 김은주, 2016). 따라서 진로흥미란 개인이 특정 직

업이나 직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개

인의 요구 및 동기, 진로 및 직업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Donnay, Borgen, 1999). 특히 진로영역에서 직업에 대한 흥미는 진

로에서 노력의 방향이나 지속성 또는 직무 만족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흥미를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것

은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의 기초가 된다(조붕환, 임경희, 2000; 김

봉환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 및 직업흥미 이론 중에서

Prediger(1976, 1982)의 직업흥미 이론을 활용하였다. Prediger(1976)

는 Holland의 RIASEC모형 기저의 차원에 주목하였으며, 결과적으

로 아이디어(Ideas)-자료(Data), 사람(People)-사물(Things)이라는 2차

원의 상호분류체계를 고안해냈다. 이는 각 직업의 직무기능과 업무

가 아이디어, 자료, 사람, 사물 중 주로 어느 영역과 관련 있는 활동

인지를 기본으로 하여 실재하는 직업을 2차원의 상호분류체계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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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것이다. Prediger(1976, 1982)의 직업흥미 이론은 개인의 성격·

가치·적성 등의 특성보다는 주로 ‘업무 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를 통

해 직접적인 직업흥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진로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성격과 진로 및 직업

흥미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주로 성격과

흥미의 관계를 연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는 요인은 무

엇이며, 서로 중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Goff, Ackerman, 1992; Gottfredson, Jones, & Holland,

1993; Tokar, Swanson, 1995; 안창규, 1996; 박동건, 김성훈, & 허영

윤, 1999; 박경, 강문희, 2000; 심호규, 강문희, 2005 등). 성격과 흥미

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는 주장, 하나가 하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는 주장, 서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성격과 흥미의 어느 정도의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olland의 RIASEC 유

형 중에서 S, E유형(흥미)은 외향성(성격)과 I, A유형(흥미)은 개방

성(성격)과 C유형(흥미)은 성실성(성격)과 관련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경향이다(김봉환 외, 2013).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격과 흥미의 관

계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각 연구

마다 세부적인 결과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

았다. 이는 연구들이 모두 동일한 검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문화권,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주로 성격과 흥미 두 변인 간 상관

관계에 주목한 것을 확인하였다. 성격과 흥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

는 것이 일정 부분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

(성격)과 S유형(흥미)의 정적 상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외향

적인 사람들이 주로 사람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성격검사와 흥미검사를 둘 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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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줄 수 있으며,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진행 할 때도 외향적인 학생이니 사람과 관련된 일이 흥미와도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두 변

인 간 상관관계만으로는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각 변

인의 수준 상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관관계만으로는 모든 변인의 총체적 구성체인 개개인

의 독특한 양상과 그 특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 결정

적으로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언

급한 외향성(성격)과 S유형(흥미)의 정적 상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

만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성격과

흥미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혹은 외향성이 높으나 S유형이 아닌 사람들이 존

재하는지 등의 여부는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과 직업흥미

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구성되는지에 관심이 있

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성격 및 직업흥미 변인에 따라 유형화하

고, 각 유형별 크기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른 하위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군집분석이란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 대상을 어

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으로 생명과학, 의학, 행동과학, 사

회과학 분야에서 패턴인식, 인공지능, 정보검색, 시장조사 등에 많이

이용되는 분석 방법이다(노형진, 2007). 최근에 진로분야에서 역시

군집분석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지금까지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결정

유형을 확인하거나 성격과 동기와 같은 변인에 따른 군집유형을 확

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박미진, 최인화, & 이재창, 2001; 이예진,

이기학, 2010; 김계현, 고홍월, & 김경은, 2013; 송지은, 이정윤, 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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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군집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하위 군집

유형이 진로준비도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진로준비도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적·정서적·태도적·행

동적 차원에서의 진로준비를 위한 모든 행위로 청소년의 진로준비

에는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진로결정 및 계획’, ‘구체적 취업준

비행동’이 포함된다(진영선, 조아미, 2016). 본 연구에서 성격 및 직

업흥미에 따른 하위 군집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준비도

를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발달이론에 따라 청소년의

시기가 실질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실제로 많은 선행연

구들이 진로준비행동·진로탐색행동·직로성숙 등 진로준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진로준비 여부가 이후 청소년들

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주로

보고자하는 성격 및 직업흥미 변인이 진로준비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은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심리검사는 특정 영역에서의 양적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추론적 과정 중에 하나이므로

(박신환, 백미숙, 2011), 검사 실시 이후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한다. 즉, 진로준비에 대한 추가적 파악을 통

해 단순히 성격과 직업흥미를 파악하는데서 나아가서 특정 성격과

직업흥미를 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후

진로준비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특성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중학생들은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고 자신

에게 적합한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해보는 시기인 만큼 그

들의 성격, 흥미를 파악하고 각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려는 노력과 변인에 따라 실존하는 하위유형이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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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직업흥미 변인에 따른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 따

른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형별로 진로준비도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서 이를 활

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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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른 하위유형을 파

악하고, 각 하위유형별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

을 활용하여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른 하위 군집유형을 확정하고,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성격 변인과 직업흥미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이 존재하

는가?

연구문제2. 성격 변인과 직업흥미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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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성격

1) 성격이론

성격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이론이 있으며,

그에 따른 성격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우선, 성격이론은 크게 과

정이론과 특성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윤가현 외, 2012). 과정이론

은 성격의 형성과 발달 및 기능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정신분석학

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현상학적 이론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특성이론은 현재 어떤 종류의 성격 유형에 포함되는지와 같이 현재

의 상태에 관심을 두는 이론으로 유형론(typology)과 특질이론

(traits theory)을 포함한다. 유형론에서 ‘유형’은 내향형, 외향형처럼

일반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비연속적인 범주로 간주되며, 심리적

기능이나 태도 형태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특질이론은 성격을 기본적 단위

인 몇 개의 ‘특질’로 나누어 그것을 분석하고 각각의 정도를 양적으

로 측정한 뒤, 각 특질의 조합에 의해 그 개인의 성격을 기술하려는

입장이다.

다양한 성격이론 만큼 성격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Allport(1961)

는 성격을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및 감정의 양상을 창조해

내는 개인 내부의 심리·신체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이라 정의하였고,

Mischel과 Mischel(1980)은 성격을 개인 생활면에서의 적응을 특징

짓는 사고와 정서를 포함한 행동의 유형으로, Phares(1991)는 성격

을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이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성

격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학자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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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정의는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이 있

으며 안정된, 인지적이고 정동적인 행동양식’이다(윤가현 외, 2012).

2) 성격5요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격이론들 중 특질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특질이론에서 특질(trait)이란, 여러 자극들에 대해 유사하

고 일관된 행동 및 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경심리학적 체계를

의미한다(Allport, 1931). 이처럼 특질을 강조한 대표적인 성격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성격5요인 이론이다. 성격5요인 이론은 한 개인별

서로 다른 특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대부분의 개인에게

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포괄할 수 있

는 이론적 분류 틀을 구축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Allport와 Odbert(1936)의 연구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Webster 영어 대사전에서 성격

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정리하고 그것들을 범주별 특성 변인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1970년대 후반

에서 1980년대 초반에 수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섯 개의 유의어 군

집이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McCrae, Costa, 2003; Nettle, 2009; Howard, Howard,

2010). McCrae와 Costa(1985, 1987)이 자기보고 검사지, 관찰자의 보

고에 의한 평가, 동료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격검사를 실시

하여 5개 요인이 성격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함을 입증하였으며, 최근

까지도 많은 연구들에서 성격 5요인 모형의 타당성이 수렴되고 있

다(Goldberg, 1981; Digman, 1990).

관련 연구가 많은 만큼 다섯 개의 성격요인에 대한 명칭이나 각

요인의 특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지만, Goldberg(1993)가

자신의 연구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연구들을 재검토하여 일관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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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다섯 요인이 있음을 밝혀내었고, 이 다섯 가지 요인을 ‘Big

Five’(성격5요인)라 부르기 시작했다. 각 요인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신경증(N), 외향성(E), 개방

성(O), 적응성(A), 성실성(C)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성격5요인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Howard, Howard, 2010, 2011).

첫째, 안정감에 대한 욕구(Need for stability), 부정적 감정

(Negative Emotionality), 신경과민(Neuroticism) 등으로 불리는 ’N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성 혹은 정서적 안정에 대한 욕구를 의미

한다. 이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 있는데 신경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게 불안하거나, 우울

하거나, 혹은 화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반면 신경증

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해 잘 반응하지 않

는 경향이 있고, 보통 더 침착하고, 태평하고, 긍정적이고, 스트레스

에 대해 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신경증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

를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의 종류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

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외향성(Extraversion),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ality), 사

교성(Sociability)을 의미하는 ‘E(외향성)’은 사람들 속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는지와 관련되어있는데,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

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정

도를 나타낸다. 외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열정적이고,

사교적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책임을 떠맡는 것을 반기며,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눈치가 빠른 편이다. 외향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차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정적이며, 독립적이고,

무뚝뚝한 경향이 있다. 외향성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이는 사람

은 상황에 따라서 외향적이기도 내향적이기도 한 사람들이다.

셋째, 독창성(Originality),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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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Imagination)등을 의미하는 ‘O(개방성)’은 새로운 것과 복잡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편하게 느끼는지와 관련 있다. 특히 새로운

생각, 상황, 사람 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 있는데, 개

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환영하고, 찾아

나서며, 심지어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

고, 복잡한 상황 및 변화에 대해 편안해하며, ‘큰 그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방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지금-여기를 다루는 것, 더 간단한

것, 전통적인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한다. 개방성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삶의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변화와

새로운 것을 환영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

다.

넷째, 적응성(Accommodation), 호응도(Agreeableness), 순응도(Adaptability)

등을 의미하는 ‘A(적응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적응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타인

에게 협조적이며 따뜻하고, 타인의 욕구와 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갈

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반면 적응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

은 자신의 욕구와 의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협조적이며 타인

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현하고 내세우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 스스로를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 적응성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서는 지배적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관계에 순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Conscientiousness), 통합성(Consolidation), 성

취욕(Will to achieve) 등을 의미하는 ‘C(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규

칙,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하는 끈기의 정도와 실수 없이 자신의 일을 잘 추진

해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믿음직스러운 특성이 있으며, 완벽 주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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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적이며, 타고난 집중력을 보이며, 체계적인 경향이 있다. 이

들은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활한다. 반

면 성실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기준에 대해 무심하고,

질서가 없는 것을 더 편안해하고, 현재의 성취 수준에 만족하며 더

산만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다. 성실성에서 중간정도의 점수를 보

이는 사람은 삶의 어떤 측면에서는 더 집중된 모습을 보이지만, 다

른 측면에서는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3) 성격과 진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진로 결정

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로 성격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으면 진로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로 선택 전에 성격적 부적응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여 효과적인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

는 학생이라면 진로 결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선택에 앞서 우유부단한 자신의 부적응

적 성격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진로 결정을 지속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직업 영역에서 자신의 성격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측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교적인 사람이라면 연구실

에서 혼자 연구에 몰두하기 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

는 자신의 성격을 살린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박순애, 2009).

실제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분야의 연구에서 성격과 관련된 연

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자. 성격과 관련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진로미결정자들이 소외되고, 긴장하고, 충동적이며, 신뢰

성이 부족하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언급한다(Walsh,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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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Taylor, Betz, 1983). 성격5요인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

행동과 관련한 연구도 상당 수 존재한다. 조애리(199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살

펴보았고, 김지연과 황매향(2004)도 이와 유사하게 실업자를 대상으

로 성격5요인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관해 살펴

보았다. 또한 성격 5요인을 통해 직업 성취 및 직업 수행을 예측하

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성실성과 신경증이 일관되게 다양한 직업의

정적 혹은 부적으로 직무성과를 예측함을 알 수 있다(Hogan, Ones,

1997; Salgado, 1997). 또한 신경증은 외적인 직업 수행 뿐 만 아니

라 직업만족도와 성공에 대한 인식과 같은 내적인 성공에 있어서도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Jude, Heller, & Mount, 2002).

하지만 성격5요인 중 나머지 3개의 성격 요인(외향성, 개방성, 친화

성)은 직무수행과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직무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

은 타인과의 빈번한 교류가 필요한 영업직이나 관리직에, 개방성의

경우 관리직이나 국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Mount, Barrick, & Stewart, 1998).

본 연구는 성격5요인 중에서 특히 외향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두

었는데, 그 이유는 외향성과 개방성의 경우 성실성이나 신경증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치되는 결과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다. 즉, 외향성이 높을 때 혹은 낮을 때, 개방성이 높을 때 혹은 낮

을 때에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성격에 순행하는 진로를 선택했는지,

혹은 역행하는 진로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의 업무나 환경에 따라서 성격에 따른 성취도가 다르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5요인 중 외향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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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흥미

1) 진로 및 직업흥미이론

흥미는 어떤 종류의 활동 또는 사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가지게 하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 경향으로, 어떠한 것을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태도나 유쾌한 감정을 유발한다. 따

라서 흥미는 그 사람이 그 대상에 관심을 쏟게 하는 원인이 된다(김

명준, 김은주, 2016). 이는 흥미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학습장면에서 특정 과제나 영역

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해당 내용에 대한 학습 시간이 늘어나고

학습 활동에 반복해서 참여하게 되면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

다. 그 결과 흥미는 더욱 증가되고 행동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행동이 줄어들고, 그

결과 낮은 성취를 보여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그 결과 흥미가

낮아질 수 있다. 흥미의 개념을 진로 영역에 가지고 올 수 있다. 진

로 및 직업흥미의 대표적인 학자인 Strong(1955)은 ‘특정한 대상에

관심을 쏟고 열중하려는 경향’이라는 Webster 사전의 정의를 받아

들여 흥미의 개념을 이해했으며, ‘어떤 직업에 속한 사람들과 또 다

른 직업에 속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특징적인

패턴이 서로 다르다.’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직업흥미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직업흥미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김계현, 1997), 특정 직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선호경향성의 패턴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

의 요구 및 동기, 진로 및 직업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가 된다(Donnay, Borgen, 1999).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업흥미 분류는 Holland(1985)의

RIASEC 모델이다. Holland는 “개인-환경 간 적합성 이론”에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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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

을 알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인과 환경을 매칭을 주장한다. 즉,

개인은 흥미에 따라 6개(RIASEC)로 구분가능 하며 환경 역시 환경

의 특성에 따라 6개(RIASEC)로 구분 되는데, 이 때 사람들은 자신

의 직업 흥미 유형과 일치하는 환경에서 일할 때 더 만족하고, 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며, 성취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RIASEC의 6개 유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봉환

외, 2006, 2010). 실제적 유형(Realistic Type)은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활동을 좋아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사회적 기술

이 부족하며, 전형적인 직업은 기술자다. 탐구적 유형(Investigative

Type)은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고 정확하며, 머리로

생각하거나 이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대표적인 직업은 과학자다.

예술가적 유형(Artistic Type)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분방하며

독창적이어서 창조적이고 표현적인 것을 선호하며 대표적인 직업은

음악가와 미술가이다. 사회적 유형(Social Type)은 다른 사람과 함

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며, 대표적인 직업은 사회

복지가, 교육자, 상담가다. 기업가적 유형(Enterprising type)은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즐긴

다. 이에는 기업경영인, 정치가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관습적 유

형(Conventional Type)은 자료를 잘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재생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표적으로는 경리사원, 사서 등

이 이에 속한다. Holland의 육각형 모형은 복잡한 직업세계를 단순

화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여겨져 왔으며(김봉환

외, 2010),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들이 Holland이론의 문화적 적합성

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탁진국, 1995; 안창규, 1996;

황매향, 2004 등), 현재까지 Holland 이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심리

검사 및 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어 왔다.

사람의 흥미,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직업흥미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검사는 K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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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흥미검사, Strong이 개발한 Strong흥미검사, Holland식 흥미검

사인 VPI 및 자기탐색검사(SDS)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안창규,

1996). 이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직업흥미검사

방식이 앞에서 언급한 Holland식의 검사이며, 이는 사람들의 흥미,

성격, 가치, 동기, 능력 등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검사의 경우, 다른 적성검사, 흥미검사, 가치검사 및 다른 검사의 도

움 없이도 한 사람의 진로의식과 발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진달래, 2016). 하지만, 성격을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과 흥미의 상관관계나 각 개념을 분리하

여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Prediger 직업흥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흥미를 확인하기 위해 Prediger의 직

업흥미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Prediger(1976, 1982)는 Holland의

RIASEC 모형 기저의 차원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실제 하는 직업

의 직무기능(worker functions)과 업무(work task)를 중심으로 직업

들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먼저, Prediger(1976)는 미국직업사전 제 3

판의 자료와 재직자 흥미유형 자료를 분석하여 직업 환경의 2차원

구조를 검증하였고, 이 구조 위에 13,800여개의 직업을 포괄하는 25

개 직업군의 위치를 나타낸 직업분류도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아이

디어(Ideas)-자료(Data), 사람(People)-사물(Things) 축이 각각 양극성

을 띠는 상호독립적인 2차원 구조를 검증하였다. 이후, 경험적 연구

를 통해 Holland의 6각형 모형과 2차원 분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고 사람들의 직업흥미와 실제의 업무 간 상관관계를 밝혔다.

Prediger(1976, 1982)는 자신이 고안한 아이디어(Ideas)-자료(Data),

사람(People)-사물(Things)의 2차원의 상호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직업

흥미를 파악한다([그림 1]). 이 때, 직업흥미는 성격특성, 가치특성,

적성특성 등이 중심이 아닌 특정 업무(work task), 해당 직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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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

저, 아이디어(Ideas)는 추상, 이론, 지식, 통찰, 그리고 단어나, 식, 또

는 음악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

이디어 관련 활동’은 창조, 발견, 해석, 그리고 추상적인 것을 결합하

고 응용하는 개인내적인(intrapersonal) 과정을 포함한다. 주로 과학

자, 음악가, 철학가 등의 직업이 아이디어와 관련 있다. 다음으로 자

료(Data)는 사실, 기록물, 파일, 수, 체계적인 절차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료 관련 활동’은 사실이나 자료를 기록하기, 확인하기,

전달하기, 조직화하기,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현하는 비인격적

인(인간과 관계없는, impersonal) 과정을 포함한다. 주로 구매대리인,

회계사, 항공교통관제 등의 직업이 자료와 관련 있다. 이 때, 아이디

어와 자료는 한 축의 양 끝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람 관련

활동’은 도와주기, 알려주기, 가르치기, 설득하기, 즐겁게 하기, 동기

유발하기, 지시하기 등 일반적으로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주로 사

람과 함께 일하는 대인관계적인(interpersonal) 과정을 포함한다. 주

로 교사, 영업사원, 간호사 등의 직업이 사람과 관련된다. 마지막으

로 사물(Things)은 기계, 장치, 재료, 도구,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을 의미하므로, ‘사물 관련 활동’은 생산, 운송, 서비스, 수리 등

주로 사물과 함께 일하는 ‘무’인격적인(nonpersonal) 과정을 포함한

다. 주로 운동선수, 농부, 엔지니어 등의 직업이 사물과 관련된다.

아이디어-자료 축과 마찬가지로, 사람-사물 역시 한 축의 서로 다른

양 끝에 위치하게 된다.

모든 직업이 Prediger의 아이디어, 자료, 사람, 사물의 4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직업은 모든 유형과

조금씩 관련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직업의 주요 목적 또는 과

제에 초점을 두어 각 직업의 특성을 확정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자료를 가지고 일하지만 주요 목적은 자료를 다루고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을 생성하거나 응용하는 것이다.

회계사 역시 사고와 관련이 있지만, 주요 목적은 새로운 사고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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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Holland의 RIASEC이론과 Prediger의 직업흥미 이론의 관련성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Prediger의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의 상호분류체계

(Swaney, Lamb, & Prediger, 1995).

3) 흥미와 진로

흥미가 진로영역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내담자가 어떤 직업이나

직무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그

직업 활동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중의 하나이거나, 그 직업 활동

이 자신의 성격에 맞거나 또는 그 직업 활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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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흥미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안창규,

2000). 진로영역에서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흥미 여부는 직

업에 있어서 노력의 방향이나 지속성 또는 직무 만족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흥미를 파악하고 발전시

키는 것은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 있어 기초가 된다.(조붕환, 임경

희, 2000; 김봉환 외, 2013).

비교적 일관적인 성격 특성과는 달리 한 개인의 흥미는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고 발달한다(Alexander, Johnson, Leibham, & Kelley,

2008).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서는 흥미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Lent, Brown,

1996). 즉, 개인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해당 과업을 성

취하면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강화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길 때

관련된 진로에 대한 강한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봉환

외, 2010). 또한 SCCT 주창자들은 개인의 삶의 중요한 전환기 혹은

기술의 변혁 등 사회 환경의 변환기에 새로운 경험과 기술에 노출

될 때 흥미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흥미가 외부

적 지원이나 학습과제, 활동,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증가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서 흥미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흥미가 어떤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로교

육 및 진로상담에서 진로 및 직업흥미에 흥미를 갖는 다는 것은 매

우 당연한 일이다.

4) 성격과 흥미

Holland(1985)는 자신의 흥미이론이 개인의 성격적 특질에 기반을

둔 것이며 따라서 흥미이론이 성격이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Hogan과 Blake(1996)에 따르면 성격보다는 흥미가 더 구체적

인 수준의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흥미는 보다 구체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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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선택의 동기적인 측면이 반영된 개념인 반면에, 성격은

흥미를 비롯하여 신념, 태도, 동기, 습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인 개념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격검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전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이라면, 흥미

검사는 여러 활동, 역할, 사람들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

상을 구성하는데 필요하고 선호하는 활동, 역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 두 개의 검사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흥미검사는 직업 선택과 관계된 예측을 하는데 효

과적이고, 성격검사는 직업선택 후 수행수준을 예측함에 있어서 타

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유태용, 이도형, 1997). 그동안 성격과 흥

미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는 주장, 하나가 하나를 포괄하는 개념이

라는 주장,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 아래에서 수많은 연구

들이 성격과 흥미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성격과 흥미는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

나가 나머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포괄성은 지니지 못한

다는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박동건, 김성훈, 허영운, 1999).

진달래(2016)는 성격5요인과 Holland의 직업흥미모형의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1>).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흥미의 실재형(R)과 성격의 성실성(C), 흥미의 탐구형(I)과 성

격의 성실성(C), 개방성(O), 흥미의 예술형(A)과 성격의 개방성(O),

외향성(E), 흥미의 사회형(S)과 성격의 외향성(E), A(친화성), 흥미

의 기업형(E)과 성격의 외향성(E), O(개방성), 흥미의 관습형(C)과

성격의 성실성(C)이 비교적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보

여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격의 외향성(E)의 경우 Gottfredson

외(1993)의 연구에서는 흥미의 사회형(S)과 기업형(E)과만 정적 상

관관계를 이루었지만, 박동건 외(1999)와 이나현(2007)에서는 탐구형

(I)과 예술형(A)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서도 성격5요인과 Holland의 직업흥미모형의 상관관계가 다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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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표 1> 성격5요인과 Holland의 직업흥미모형 상관관계 요약(진달

래, 2016)

Holland의 직업흥미모형(RIASEC)

실재형

(R)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기업형

(E)

관습형

(C)

Gottfredson,

Jones,

& olland(1993)

A(남)

C

N,A(남)

O(여)

C

A,C(남)

E-(여)

O

A,C(남)

N-,O(여)

E

E(남) A(남)

C

Tokar,

Swanson(1995)
O(여)

O

A(여)

E

N(남)

N-(여)

E

C(남)

Schinka, Dye,

&

Curtiss(1977)

N-,E,C(여)

O

O(남)

O,E-(여)

E,C-(남)

A

O(남)

O-(여)

E

C-(남)

C, N-(여)

Fruty,

Mervielde(1997)
O E, A E, N- C

안창규(1996) C O E, A E, O, C C, O

박동건, 김성훈,

허영운(1999)

E(남)

O

E(남)

A(여) C(여)

E

C(남)

이나현(2007) C E,C E,C E, C, N- E, C, 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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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준비도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

른 하위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른 하위유형별 특성을 확인

하고자 진로 관련 다양한 변인들 중 ‘진로준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들 중 진로준비를 살펴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살펴본 Ginzberg와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시기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세계

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

해보는 ‘진로준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로 청소년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 등 진로준비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며, 진로준비를 향상하기 위한 진로교

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진로준비에 대한 여부가 청소년들의 이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진로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로결정이나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진로결정, 구직, 일과 삶의 족 등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우연적

요소나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적·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의 영향력

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진로준비는 자신

의 진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가장 실행 가능한 수단임은 분명하

다(전미리, 김봉환, 2015). 또한, 이렇게 목표지향적인 행동의 수행은

사람들이 개인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참가하도

록 하여 타인과 사회적 지지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진로영역 뿐 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Lent, Brown, 2008).

이와 관련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행동 전체와 수업참여 및 과제수행, 학습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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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습관, 목표실행 및 자기관리, 등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김연중, 2010). 넷째, 선행연구를 통

해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성격·직업흥미 변인이 진로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른 하위유형별 진로준비도를 파악함으로써 심리검사

를 통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해볼 수 있다. 심리검사는 특정 영역에서의 양적 평가를 통

해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추론적 과정

중에 하나이다(박신환, 백미숙, 2011). 따라서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

교육 및 진로상담은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

가 이후 청소년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하위유형별 진로준비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

여 특정 성격과 직업흥미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진로준비에 추가적

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진로준비도

진영선(2014)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 내려진 진로준비(김봉

환, 1997; 박완성, 2003; 이기학, 1997)의 의미를 보완하여, 진로준비

도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적 차원이나 정서적 차원, 태도적

차원 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에서의 진로준비

를 위한 모든 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

로준비와 관련된 모든 인지적·정서적·태도적·행동적 차원을 아우를

수 있는 ‘진로준비도’ 개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진영선(2014)은 학교 급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진로교육을 토대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준비도를 재정의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청소

년의 진로준비도는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진로결정 및 계획’,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한다. 또한 진로준비도의 4가지 하위요

인을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인지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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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적 과정(국

어사전, 2013)으로 진로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자신의 흥미와 적성,

소질, 능력 파악하는 ‘자기이해’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목표를 설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진로결정 및 계획’이 인지적 측면에 포함된

다. 다음으로 행동이란 몸을 움직여서 어떤 동작을 행하거나 일을

하는 것(국어사전, 2013)으로 진로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 탐색하거나, 입시 혹은 직업 관련 정보를 얻는

‘진로정보수집’과 면접이나 논술에 대비하거나, 관련 기술을 습득하

는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이 행동적 측면에 포함된다. 또한 진로준비

도에 포함된 4가지 하위요인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소질 및 흥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

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진로 관련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진로정보수집은 진학하

고 싶은 학교나 학과 혹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의미

한다. 그 다음 과정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계획하는

과정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래 진

로에 대해 계획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진학 및 직업 준

비를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진로계획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이 이루어져야 한

다. 여기에는 관련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

습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진로준비도 유사 개념

진로준비가 중요한 만큼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

동 등 진로준비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한다. 먼

저, ‘진로준비행동’을 보면, 김계현(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자기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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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심리검사를

받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둘째는 취업과 관련된 준비행동 요인으로 자신이 가

고자 하는 직업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것, 원하는 직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취

업을 위한 절차를 확인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김봉환

(1997)은 진로준비행동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

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

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 및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박완성(2003)의 경우 고등학교시기

에 계열을 선택하고, 대학교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해야함으로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대

학 입시 설명회 참여, 정보지, 소식지, 책이나 전문서적을 통해 정보

를 폭넓게 수집하는 정보수집활동, 개인의 취미, 특기, 소질 등 자신

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과를 찾아보거나 확정하는 직업 학과 결정

활동, 직업이나 학과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조언을 얻거나

체험하는 활동인 직업체험활동,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이나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원을 통해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는 취업준비활동의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진로준비도와 유사한 개념 중 또 다른 하나는 ‘진로탐색행동’이다.

진로탐색행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적

으로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

던 직업, 직무, 직장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인지적·행동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진로탐색활동은 가치관, 성격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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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능력 등의 개인의 특징에 대해 평가하거나, 직업세계에서의

선택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르바이트,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검증하는 등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자신과 환경

에 대한 탐색 활동을 전반을 포함 한다(Jordaan, 1963; Stuff,

Colarelli, & Hartman, 1983, Blustein, 1997). 이 후, Blustein과

Flum(1999)은 정보수집활동을 강조하는 종전의 진로탐색의 개념에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 정치적·경제적 요소 등의 맥락적인 요소

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로탐색이 자신에 대한 지식

과 직업세계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activities)’, 실제 탐색활동을 행하고 유지하려는 동기를 포함하는

‘태도(attitude)’, 탐색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발달하는 ‘탐색기술

(skills)’ 등의 세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동선과 정철영(2003)은 진로준비행동의 영역 중 진로탐색행동에

초점을 두어 진로탐색의 대상을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

한 탐색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접촉 및 직업현장 방

문을 통한 직업탐색, 매체를 이용한 직업탐색, 전문적인 진로서비스

를 이용한 자기탐색, 반성적인 자기탐색, 가족 및 동료와의 대화를

통한 자기 탐색이 있다. 앞서 언급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행동

은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는 유사하지만,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진로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다양한 활동 중 ‘탐

색’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진로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직업탐색행동, 취업

준비행동과 같은 개념도 존재한다. 먼저, ‘직업탐색행동’은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이다(Barber,

Daly, Giannantonio, & Phillips, 1994). 노연희와 장재윤(2005)은

Blau(1993)가 개발한 직업탐색행동을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직업탐색행동이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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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 이력서를 작성 또는 수정하는 것, 취업

관련 서적이나 기사를 읽는 것을 포함하는 ‘준비적 탐색행동’, 취업

설명회나 취업박람회 참가, 교내 취업정보센터 또는 외부 취업알선

기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적 공식탐색행동’,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직장에 대해 조사하는 것, 내부 정보를 수집

하는 것, 교수·친구·선후배와 채용정보에 관해 대화하는 것 등을 포

함하는 ’활동적 비공식탐색행동‘의 3요인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취업준비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기업이나 분야에 취업할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 혹은 당면한 취업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을 말하며, 취업가능성을 높여주

는 학점관리, 교육훈련, 관련 자격증의 취득 등의 ‘예비적 취업준비

행동’과 자신이 목표로 했던 단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시험 및

인터뷰를 준비하는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으로 구성된다(이제경, 김

동일, 2004).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과 같은 경우 전반적인 진

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직업이나 취업과 관련된 행동만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과 차이점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과 같은 경우, 취

업 이외의 진로를 모색하는 행동(예: 진학, 유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반영할 뿐 자신에 대한 탐색은 반

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진로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행동’의 측면을 살펴보았

다면, 지금부터는 진로준비와 관련된 ‘인지’의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을 진로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진로성숙과 진로의

사결정, 진로계획이 진로준비의 인지적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진로성숙’에 대해 Super(1965)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하는 위치로 정의하였으며,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

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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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의 상대적 위치

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Fouad(1988)역시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

어지는 진로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정의하였다(김

봉환 외, 2010에서 재인용). 또한 이기학과 한종철(1997)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태도와 관련된 5가지 차원을 언급하였

다. 이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여부의 태도를 나타

내는 결정성 차원,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준비와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준비성 차원,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알아보는 독립성 차

원,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이 있는

가 하는 목적성 차원, 그리고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성공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신성 차원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개인이 정보

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진로의사결

정’ 역시 진로발달의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준비와 관련하여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Harren,

1979;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또한 ‘진로계획’은 개인이 진로

발달 과정의 단계에서 얻은 진로에 대한 기초소양과 지식을 토대로

적합한 진로를 자신의 능력·적성·흥미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침을 세우는 것(교육학용어사전, 2011)으로, 청소년들이

진로준비과정에서 수행해야할 인지적인 측면의 과업으로 볼 수 있

다.

3) 진로준비 관련 선행연구

진로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진로준비 관련 행동이 어떠한 요인

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진로준비의 촉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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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진로성숙도 등에서 개인차

가 존재하며, 이러한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탐색해왔다(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Jepsen, 1984; Blustein, 1992). 우리나라

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이기학, 한종철, 1997), 인지적 기

대와 동기 성향,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 불안이나 무력감(최동선,

정철영, 2003), 성, 학년, 내외 통제성, 진로장벽(손은령, 손진희,

2005), 비합리적 신념과 상태불안(이현주, 2009), 사회적지지, 진로결

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송현심, 홍혜영, 2010), 정서지능,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정승헌, 김금미, 2010), 대인관계지능(김동일,

남지은, 강민철, 2015) 등이 진로준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

다.

① 성격과 진로준비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인 성격이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지연과 황매향(2004)이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성격5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친화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있었다. 구체적으로 외향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진로미결정수준과 부적상관을, 정서

적 불안정성은 진로미결정수준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준비

행동과 성격5요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친화성과 정서적 불안

정성을 제외한, 외향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유의미한 수

준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외향적이고, 성실

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많아짐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이길환 외(2012)는 성격5요인이 대학생의 진로행동 중

불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 친화성은 불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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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경증과 개방성은

불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성

실성의 경우 불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권해수(2014)는 성격5요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지능이 대학생

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것이 성별에 따라 어

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격5요인과 취업준비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성격5요인이 취업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외

향성, 성실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의 경

우 성실성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경증은 취업

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 연구인 전미리, 김봉환(2015)의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를 통해 성격5요인의 개방

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있으며, 특히 개방성이 진로준비행동과 가장 상관이 높은 성격 요인

임이 밝혀졌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이 성격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 혹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히 성격에의 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진

로결정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② 흥미와 진로준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또 다른 변인인 진로 및 직업흥

미와 진로준비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로이론 및 선행연

구를 통해 알아보자 한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주목 받고 있는 사

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Bandura(1986)

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상담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진로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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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인들 외에도 사회·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

통적인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과 관련된 이론들은 개인의 진로선택

이 주로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설

명하였지만, SCCT는 진로선택이 변인들 간의 단순한 조합의 결과

가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이라는 인지적

측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Lent, Brown, & Hackett, 1994). SCCT는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론적 경로를 규

명하는데 관심을 두었으며, 흥미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흥미발달모형을 살펴보자. SCCT

에서는 흥미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다

고 설명한다. 즉, 개인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자기효능감)

해당 과업을 성취하면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강화를 받을 수 있

다고(결과기대) 여길 때 관련된 진로에 대한 강한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 후,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는 다시 흥미와 함께 진로

관련 활동 의도 및 목표, 진로 관련 활동 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

치며 궁극적으로 실행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봉환 외, 2010).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수학과 관련

된 진로 및 직업흥미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 결과

더 다양한 수학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공

부하여 수학과에 진학(목표, 선택, 행동)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

학 관련 직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로

및 직업흥미가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진로 및 직업흥미가 진로준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손은령과 손진희(2005)는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적 변인(성, 학년, 불안, 내외

통제성), 맥락적 변인(지각된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행동 변인(진로

포부,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준비 행동)을 선정한 후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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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자

들은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에 따르면 흥미 역시 진로행동 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흥미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이 미흡하다는 문제로 진로행동에 대한 흥미의 영향력

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연구적 한계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명화와 이정민(2015)은 사회 인지 진로이론(SCCT)의

흥미모형에 근거하여 공학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흥미에 영향을

주고, 흥미가 다시 학업지속의향,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형

을 상정하였다. 연구결과 공과계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진로준

비행동에 공학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특히 흥미와 관련하여 흥미가 학업지속

의향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한 결과, 흥미

가 학업지속의향과 진로준비행동 모두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강명희 외(2016)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 그릿,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서 전공흥미란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불호·무

관심 등의 패턴을 의미하며 이는 아직 직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 그릿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

공흥미,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공에 대한 흥미가 진로준

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흥미와 진로준비와 관련된 이론

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 및 직업흥미의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지만, 진로준비에 대한 진로 및 직업 흥미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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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의 A, B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소재의 C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설문조사 실시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3개

고등학교를 섭외하였고, 각 학교마다 설문이 가능한 숫자만큼 우편

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조사는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각 학급의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 또한 설문지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이 사전에 고지되었으며, 설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소정의 보상이 제공되었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우편을 통해 각 학교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4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4부를 제외하고, 총 446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성별·학년별·학교별 분포는 <표 2>과 같다. 구체적으

로 총 446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155명(34.8%), 여학생은 291명

(65.2%)이다. 학년별로 1학년 185명(41.5%), 2학년 202명(45.3%), 3

학년 59명(13.2%)이었으며, 학교별로 A 고등학교 101명(22.6%), B

고등학교 107명(24.0%), C 고등학교 238명(53.4%)의 응답결과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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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학교별 분포 (N=446)

2. 측정도구

1) 성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대학

교 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진로종합검사(김동일, 2018)를 사용하였

다. 진로종합검사는 크게 ‘성격’, ‘직업흥미’, ‘다중지능’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 직업흥미,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종

합검사의 ‘성격’ 영역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진로종합검사의 ‘성격’

영역은 Howard와 Howard(2010, 2011)의 성격5요인에 기반하여 개

발되었다. 해당검사에서 외향성(E)은 사람들 속에 놓여있을 때 어떻

게 반응하고 느끼는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

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 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정

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개방성(O)은 새로운 것과 복잡한 것에 대

해서 얼마나 편하게 느끼는지와 관련 있는데, 새로운 경험이나 혁신

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5 34.8

여 291 65.2

학년

1 185 41.5

2 202 45.3

3 59 13.2

학교

A 101 22.6

B 107 24.0

C 238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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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외향성 및 개방성의 예시 문항은 <표 3>

에 제시되어있다.

외향성과 개방성은 각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본 검사에서 활용된

‘성격’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진로종합검사(김동일, 2018)가

보고한 Cronbach’s α 계수와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값은

<표 4>에 제시되어있으며, 외향성과 개방성에서 모두 .7 이상의 높

은 내적 합치도가 확인되었다.

<표 3> 성격 특성 예시 문항

<표 4> 성격 특성 척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구분 외향성(문항 수) 개방성(문항 수)

진로종합검사 .940(30) .727(30)

본 연구 .918(30) .828(30)

성

격
예시 문항

외

향

성

나는 다른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나는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넓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나는 나만의 공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안하다. (역)

개

방

성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걸 잘 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새로운 의견에 대해 고민한다.

나는 평소에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방학 때 매일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게 보내는 게 좋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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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흥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흥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진로종합검사(김동일, 2018)를 사용

하였다. 청소년들의 직업흥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종합검사

의 ‘성격’, ‘직업흥미’, ‘다중지능’ 영역 중에서 ‘직업흥미’ 영역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검사의 ‘직업흥미’ 영역은 Prediger(1976, 1982)가 고안한 아이

디어(Ideas)-자료(Data), 사람(People)-사물(Object)의 2차원의 상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직업의

주된 업무(work task)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직업

흥미를 측정한다. 진로종합검사에서 ‘아이디어 관련 활동’은 창조, 발

견, 해석, 그리고 추상적인 것을 결합하고 응용하는 개인내적인

(intrapersonal) 과정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자료 관련 활동’은 사실

이나 자료 기록하기, 확인하기, 전달하기, 조직화하기 등의 비인격적

인(impersonal) 과정을 포함한다. ‘사람 관련 활동’은 도와주기, 알려

주기, 가르치기, 지시하기 등 일반적으로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대인관계적인(interpersonal) 과정을 포함한

다. 마지막으로 ‘사물 관련 활동’은 생산하기, 운송하기, 수리하기 등

주로 사물을 다루는 ‘무’인격적인(nonpersonal)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이 각 각 한 축의 서로

다른 양 끝에 존재한다는 Prediger(1982)의 이론에 기초하여 자료의

점수를 역 채점하여 ‘아이디어-자료 축’을 구성하였으며, 사물의 점

수를 역 채점하여 ‘사람-사물 축’을 구성하였다. 즉, ‘아이디어-자료

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자료 관련 활동 보다는 아이디어

관련 활동에 높은 흥미를 보이며, 반대로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아이디어 관련 활동 보다는 자료 관련 활동에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사물 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사물 관련 활동 보다는 사람 관련 활동에 높은 흥미를 보이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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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사람 관련 활동 보다는 사물 관련 활

동에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

이디어-자료’, ‘사람-사물’의 예시 문항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진로종합검사의 ‘직업흥미’ 영역은 아이디어, 자료, 사람, 사물 각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

이디어-자료’ 30문항, ‘사람-사물’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

다(4)’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

해 본 검사에서 활용된 ‘직업흥미’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는데,

진로종합검사(김동일, 2018)가 보고한 Cronbach’s α 계수와 본 연구

에서 보고된 Cronbach’s α값은 <표 6>와 같다.

<표 5> 직업흥미 특성 예시 문항

흥

미
예시 문항

아

이

디

어

·

자

료

나는 혼자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과정을 즐긴다.

나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할 때 내용을 다시 적으면서 정리하는 것을 좋아 한다. (역)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는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 한다. (역)

사

람

·

사

물

나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인간관계보다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역)

나는 육체적인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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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업흥미 특성 척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3) 진로준비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영선

(2014)이 개발한 진로준비도를 활용하였다. 진영선(2014)의 연구에서

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직업정보에 대한 이해, 진로방향탐색, 진

로결정 및 계획 등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요인

을 포함하는 진로준비도 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진로방

향 탐색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박완성(2003)이 제작한 진로준비행동검사, 그리고 준비성, 독

립성, 확신성, 목적성, 결정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이기학

(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진로준비도

검사를 개발하였다.

진로준비도 검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관련학과 교

수 3인과 청소년 관련학과 박사 소지자 2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얻

어 각 하위 영역 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일차적인 문항을 구성(53문

항)한 후, 내용타당도 확인 작업을 통해 중첩되는 문항 및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32문항). 마지막으로 재구성

된 문항을 가지고 진로준비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4개의

요인과 17문항이 추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진로준비도 검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구

체적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의 4

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또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그

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

구분
아이디어

(문항수)

자료

(문항수)

사람

(문항수)

사물

(문항수)
진로종합검사 .912(15) .888(15) .906(15) .834(15)
본 연구 .697(30) .817(30)



- 43 -

로 구성되어 있다. 진선미(2014)와 본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진로준

비도와, 하위영역별 진로준비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진로준비도 및 하위영역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구분

진로준

비도

(문항수)

취업준비

행동

(문항수)

진로결정

및 계획

(문항수)

자기

이해

(문항수)

진로정보

수집

(문항수)
진영선(2014) .818(17) .803(6) .847(4) .762(4) .730(3)

본 연구 .850(17) .757(6) .837(4) .757(4) .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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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및 직업흥미 변인에 따른 하위유형

과 하위유형 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4가지 절차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하여 기

초통계, 상관분석, 군집분석,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직업흥미, 진로준비도의 기술 통계

량을 구하기 위해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 진로준

비도, 진로준비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격 및 직업흥미 변인에 따라 몇 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 변인(외향성, 개방성)과 직업흥미 변인(아이

디어-자료, 사람-사물)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군집분석 방법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방법

을 기본으로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노형진(2007)이 제시한 방법

을 통해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 및 직업흥미 변인에 따른 하위 집단들이 진로준비

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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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보고된 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자료 흥미, 사람-사

물 흥미,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 최솟값 및 최댓값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자료 흥미, 사람-사물 흥미,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

위요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79.76(13.794)로 개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76.86(10.576)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흥미의 경우 아이디어-자료 축에서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76.92(7.194), 사람-사물 축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84.54(10.22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도 전체에 대한 평균

과 표준편차는 55.72(10.565)로, 그 외에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인 구

체적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각 각 17.16(4.793), 12.98(4.142), 15.39(2.820),

10.37(2.875)로 나타났다.

<표 8> 성격, 직업흥미,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 기술

통계량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외향성 43 117 79.76 13.794
개방성 43 113 76.86 10.576
아이디어-자료 56 108 76.92 7.194
사람-사물 51 115 84.54 10.223
진로준비도(전체) 23 84 55.72 10.565
구체적 취업준비행동 6 29 17.16 4.793
진로결정 및 계획 4 20 12.98 4.142
자기이해 5 20 15.39 2.820
진로정보수집 3 15 10.37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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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인들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자료 흥미, 사람

-사물 흥미,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들 간

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변인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가지 성격 특성

인 외향성과 개방성은 .187(p<.01)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외향적일수록 개방적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

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직업흥미 특성인 아

이디어-자료 흥미와 사람-사물 흥미는 -.155(p<.01)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준비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진로준비도 하위요인(구체적 취업준

비행동, 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모두 각 각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준비도 하위요인과 진로준비도 전체와의 관계를 보면 진로준비

도 전체와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은 .777(p<.01)에서, 진로준비도 전

체와 진로결정 및 계획은 .699(p<.01)에서, 진로준비도 전체와 자기

이해는 .749(p<.01)에서, 진로준비도 전체와 진로정보수집은 .691(p<.01)

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격과 직업흥미, 성격과 진로준비도, 직업흥미와 진로

준비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성격과 직업흥미에서 외향성

과 사람-사물 흥미가 .495(p<.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는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사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뚜렷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방성은 아이디어-자료 흥미와 .535(p<.01)

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자료보다

는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가 뚜렷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외향성과 아

이디어-자료 흥미, 개방성과 사람-사물 흥미는 각 각 유의미하지 않

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로, 성격과 진로준비도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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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살펴보면 외향성이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과는 .158(p<.01)에

서, 진로결정 및 계획과는 .176(p<.01)에서, 자기이해와는 .275(p<.01)

에서, 진로정보수집과는 .112(p<.05)에서, 마지막으로 진로준비도 전체

와는 .239(p<.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외향적일수록

구체적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그

리고 진로준비도 전체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방성은 구체적 취업준비행동과는 .119(p<.05)에서, 자기이해와는

.172(p<.01)에서, 마지막으로 진로준비도 전체와는 .121(p<.05)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방적일수록 구체적 취업준비행동

과, 자기이해, 그리고 진로준비도 전체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직업흥미와 진로준비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이디어-자료 흥미와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은 주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물

-사람 흥미와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의 관계를 살펴보

면, 사람-사물 흥미와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은 .101(p<.05)에서, 진로

결정 및 계획은 .219(p<.01)에서, 자기이해와는 .255(p<.01)에서, 진

로정보수집과는 .236(p<.01)에서, 마지막으로 진로준비도 전체와는

.259(p<.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물에 대한 흥미보

다 사람에 대한 흥미가 뚜렷하게 높을 때 구체적 취업준비행동, 진

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그리고 진로준비도 전체에

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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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외향성(성격) -

2. 개방성(성격) .187** -

3. 아이디어-자료(흥미) -.035 .535** -

4. 사람-사물(흥미) .459** -.069 -.155** -

5. 구체적 취업준비행동 .158** .119* -.005 .101* -

6. 진로결정 및 계획 .176** .038 -.055 .219** .284** -

7. 자기이해 .275** .172** .055 .255** .426** .414** -

8. 진로정보수집 .112* .030 -.006 .236** .389** .295** .512** -

9. 진로준비도_행동 .166** .102* -.006 .179** .914** .341** .542** .730** -

10. 진로준비도_인지 .253** .107* -.013 .275** .404** .901** .767** .452** .499** -

11. 진로준비도_전체 .239** .121* -.010 .259** .777** .699** .749** .691** .881**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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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과 직업흥미에 따른 군집유형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성격과 직업흥미에 기초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하위 군집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이란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 대상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다(노형진,

2007). 다수의 객체들이 어떤 의미의 조밀성을 가지고 군집을 이루

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다변량 자료에 대한 구조

적 단순화 내지 요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

며 군집분석을 사용한 예들로는 생물분류학(생물을 특성에 따라 분

류), 의학(증세에 따라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처방의 결정), 심리학

(성격유형에 따른 개인들의 분류), 인류학(석기나 화석 등에 근거한

문화발달 과정) 등이 있다(김기영, 전명식, 1991). 뿐 만 아니라 군집

화를 통해 군집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자료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군집분석의 결과를 통해 군집화에 영향력이 큰 변

수를 찾아내어 변수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최종후, 전수영, 2012).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총 2단계로 이루어진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계층적 군집

화를 시행한 후 적절한 군집 수의 범위를 정하고, 비계층적 군집화

를 시행하여 최종 군집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이 때 계층적 군집분

석 방법은 데이터 간의 거리나 상관계수 등 유사도에 따라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합쳐가는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놓지 않

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때 그룹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법, 최장거리법, 메디안법, 중심법, 군평균법, 워드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ards 방법에 따라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 방법은 집단 내 변동이 적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집단을 묶어 여러 개의 소집단이 서로 비슷하면 이 두 개의 소집

단을 묶어 하나의 큰 집단을 만들기 때문에 소집단간이 균형적으로



- 50 -

묶이는 장점이 있다. Ward 방법을 사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

하여 덴드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3-6개의 군집이 제안되었으며 이

후, 3, 4, 5, 6의 군집수를 넣어 2단계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다. 비계층적 군집분석법은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거리를 나누어 각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최종 군집별 중심점을 기준으

로 하여 1단계에서 실시한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와 가장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는 6개의 하위군집 유형을 확정하였다.

한편 군집분석에서는 군집들 간의 유의성 검정과 같은 통계적 수

치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 연구자의 직관과 이해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군집을 분류해야하며, 분류된 군집들의 수치적

은 특징으로 그 군집들의 속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군집분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형진(2007)은 다음과 같

은 3가지 방식을 통해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

(1) 같은 데이터로 서로 다른 거리 측정방법을 통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비교

(2) 서로 다른 군집분석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

(3) 응답자가 회답한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제1군집의 군집분

석 결과와 제2군집의 군집분석 결과를 전체의 결과와 비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형진(2007)이 제안한 방법 중 (2), (3)의 방법을 활용하고

자 하였다. 먼저 (2)의 서로 다른 군집분석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결

과를 비교하는 방법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최종군집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단계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제안된 3, 4, 5, 6개의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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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2단계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한 3, 4, 5, 6개의

군집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6개의 하위군집을 설정하였을 때 계층

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가 가장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층적 군집분석 법을 통한 6군집과 비계층적 군집분석

법을 통한 6군집의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서 비교해볼 수 있

다.

다음으로 (3)의 응답자가 회답한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제1

군집의 군집분석 결과와 제2군집의 군집분석 결과를 전체의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446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반분하여

각 각 222명, 224명이 제1군집과 제2군집에 할당 되었으며, 각 각의

반분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6군집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제1군집의 반분결과와 제2군집의 반분결과가 전체의 결

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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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O, SD=1

[그림 2] 1단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O, SD=1

[그림 3] 2단계: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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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O, SD=1

[그림 4] 제1군집(n=222)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O, SD=1

[그림 5] 제2군집(n=224)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6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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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성격 및

직업흥미에 기초한 6개의 하위 군집유형을 확정하여 가설 1을 충족

시켰다. 그 결과를 보면 군집1은 143명(32%), 군집2는 54명(12%),

군집3은 108명(24%), 군집4는 68명(15%), 군집5는 32명(7%), 군집6

은 41명(9%)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6개의 각 군집에 포함된 성별 및

학년별 특성은 <표 10>와 <표 11>에 제시하였다.

성별 및 학년별 특성이 하위 군집유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00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군집별 비율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1군

집>3군집>2군집>4군집>5군집>6군집의 순으로 하위유형에 포함되

어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1군집=3군집>4군집>6군집>2군집>5군

집의 순으로 하위유형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학년을 독립변

수로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1, 2, 3학년의 군집별 비율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각 군집에 포함된 성별 특성

<표 11> 각 군집에 포함된 학년별 특성

성
군집유형

계 X²(p)
1 2 3 4 5 6

남 61(39.4) 27(19.4) 26(16.8) 25(16.1) 13(8.4) 3(1.9) 155(100) 29.126*

(.000)여 82(28.2) 27(9.3) 82(28.2) 43(14.8) 19(6.5) 38(13.1) 291(100)

학

년

군집유형
계 X²(p)

1 2 3 4 5 6

1 53(28.6) 23(12.4) 46(24.9) 33(17.8) 14(7.6) 16(8.6) 185(100)
15.548

(.113)
2 76(37.6) 21(10.4) 49(24.3) 26(12.9) 16(7.9) 14(6.9) 202(100)

3 14(23.7) 10(16.9) 13(22.0) 9(15.3) 2(3.4) 11(18.6) 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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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군집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각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하여 최종 군집별 중심점을 <표 12>와 [그림 2]에 제시하

였으며, 각 군집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군집은 평균 이하의 외향성과 중간 정도의 개방성을 성격

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자료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

도의 흥미를 보이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대한 뚜렷한 흥미를 보인

군집이다. 연구자는 본 군집의 뚜렷한 특징을 평균 이하의 외향성과

사물에 대한 흥미로 보았기 때문에 본 군집을 ‘내향-사물’ 유형이라

고 명명하였다. 이 군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

고 에너지가 넘치기보다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차분하며, 혼자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활

동보다는 사물·기계·장치 등을 다루고 관리하는 일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

2군집은 평균 이상의 외향성과 매우 높은 개방성을 성격적 특징

으로 가지고 있으며, 자료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뚜렷한 흥미를 보

이고,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흥미를 보이는 군집이

다. 연구자는 본 군집의 뚜렷한 특징을 높은 개방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라고 보았기 때문에 본 군집을 ‘외향적 개방-아이디어’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군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상력과 창

의력이 높고, 새로운 생각, 상황, 사람 등에 개방되어 있으며 비교적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눈앞

에 있는 수치나 자료를 다루기보다는 창조, 발견, 해석과 같이 추상

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 내는 것을 좋아한

다.

3군집은 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에서 모두 평균

정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군집이다. 즉, 중간정도의 외향성과 개

방성을 성격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아이디어, 자료, 사람, 사물

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흥미를 보이는 군집이라고 판단되어 ‘평

균’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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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집은 매우 높은 외향성과 평균정도의 개방성을 성격적 특성으

로 지니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자료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흥미를 가

지고, 사물보다는 사람에 뚜렷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군집이다. 연

구자는 본 군집의 뚜렷한 특징을 높은 외향성과 사람에 대한 흥미

라고 보았기 때문에 본 군집을 ‘외향-사람’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해당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

며, 혼자서 사물이나 기계 등을 다루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교

류하거나 사람의 변화에 관여하는 활동을 좋아한다.

5군집은 낮은 외향성, 높은 개방성을 성격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

며, 자료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매우 뚜렷한 흥미를 보이고, 사람

보다는 사물에 대해서 약간 정도의 높은 흥미를 보이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높은 개방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점에서는

2군집 ‘외향적 개방-아이디어’와 유사하지만, 낮은 외향성과 사람에

대한 흥미 낮다는 점에서는 2군집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연

구자는 본 군집의 뚜렷한 특징을 낮은 외향성과 높은 개방성, 그리

고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라고 보았기 때문에 ‘내향적 개방-아이디

어’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해당 군집의 경우 상상력과 창의력이

높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생

각, 상황, 경험에 개방되어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거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보다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성향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루기보다는 창조,

발견, 해석과 같이 추상적인 사고 과정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6군집은 평균정도의 외향성과 매우 낮은 수준의 개방

성의 성격을 가지며, 아이디어보다는 자료에 대한 뚜렷한 흥미와 사

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뚜렷한 흥미를 갖는 군집이다. 연구자는 해당

군집의 주된 특징을 낮은 수준의 개방성과 자료, 사람에 대한 높은

흥미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당 군집을 ‘관습-자료·사람’ 유형이라고

보았다. 이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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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지금-여기를 다루는 것, 더 간단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추상

적으로 사고하는 일보다는 눈앞에 있는 자료나 수치 등을 다루는

일에 흥미를 느끼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12>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O, SD=1

외향

성

개방

성

아이디어

-자료

사람

-사물
N(%)

1. 내향-사물 -.58 -.22 -.12 -.95 143(32)

2. 외향적 개방-아이디어 .62 1.35 1.09 .03 54(12)

3. 평균 -.13 -.21 -.25 .37 108(24)

4. 외향-사람 1.50 .25 -.23 1.09 68(15)

5. 내향적 개방-아이디어 -1.03 .86 1.89 -.55 32(7)

6. 관습-자료·사람 -.17 -1.56 -1.44 .87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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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격과 직업흥미에 따른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의 차이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격과 직업흥미에 기초한

하위유형에 따른 진로준비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6개의 하위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가 지지

되었다. 이후, 어떠한 군집에서 진로준비도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Scheffè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

른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의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사후분석

의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진로준비도 전체의 평균 점수는 ‘외향-사람(4)’, ‘외향적 개방

-아이디어(2)’, ‘관습-자료·사람(6)’, ‘평균(3)’, ‘내향적 개방-아이디어

(5)’, ‘내향-사물(1)’의 순으로 높았으며, Scheffè 사후분석 결과 유의

도 .05 수준에서 ‘외향-사람(4)’, ‘외향적 개방-아이디어(2)’와 ‘내향-

사물(1)’간에 진로준비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향-사람(4)’, ‘외향

적 개방-아이디어(2)’의 진로준비도 수준이 ‘내향-사물(1)’에 비해 유

의한 정도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준비도 4개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의 요인(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에서 군집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è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

로결정 및 계획과 진로정보수집에서 ‘내향-사물(1)’에 비해 ‘외향-사

람(4)’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즉,

‘내향-사물(1)’에 비해서 ‘외향-사람(4)’가 진로결정 및 계획과 진로

정보수집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이해의 경우 군집유

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조금 더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기이해의 평균점수는 ‘외향-사람(4)’, ‘외향적 개방-아이디어(2)’, ‘관

습-자료·사람(6)’, ‘내향적 개방-아이디어(5)’, ‘평균(3)’, ‘내향-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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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è 사후분석결과 ‘내향-사물(1)’

비해서 ‘외향-사람(4)’, ‘외향적 개방-아이디어(2)’, ‘관습-자료·사람

(6)’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기이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도 4개의 하위요인을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진로준비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

하였다. 우선, 진로준비도_행동에서 하위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이 확인되었고, Scheffè 사후분석결과 ‘외향-사람(4)’의 진로준비도

_행동이 ‘내향-사물(1)’의 진로준비도_행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진로준비도_인지에서 하위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Scheffè 사후분석결과 ‘외향-사람

(4)’, ‘관습-자료·사람(6)’, ‘외향적 개방-아이디어(2)’의 진로준비도_

인지가 ‘내향-사물(1)’ 진로준비도_인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이

확인되었다.

<표 13>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의 차이
종속

변수
군집유형 N M SD

F

(5,440)
p

Sche

ffè

구체적

취업

준비

행동

1.내향-사물 143 2.78 0.740

2.45 .033 -

2.외향적 개방-아이디어 54 3.02 0.808
3.평균 108 2.82 0.802
4.외향-사람 68 3.13 0.753
5.내향적 개방-아이디어 32 2.79 0.813
6.관습-자료·사람 41 2.76 1.012

진로

결정

및

계획

1.내향-사물 143 3.02 0.920

3.56* .004 1<4

2.외향적 개방-아이디어 54 3.33 1.015
3.평균 108 3.23 1.022
4.외향-사람 68 3.56 0.996
5.내향적 개방-아이디어 32 3.11 1.276
6.관습-자료·사람 41 3.54 1.139

자기

이해

1.내향-사물 143 3.57 0.641

10.31* .000
1<2,

4,6

2.외향적 개방-아이디어 54 4.08 0.707
3.평균 108 3.88 0.577
4.외향-사람 68 4.18 0.661
5.내향적 개방-아이디어 32 3.89 0.764
6.관습-자료·사람 41 4.0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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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진로

정보

수집

1.내향-사물 143 3.21 0.908

3.89* .002 1<4

2.외향적 개방-아이디어 54 3.60 0.900
3.평균 108 3.50 0.882
4.외향-사람 68 3.69 0.989
5.내향적 개방-아이디어 32 3.36 0.974
6.관습-자료·사람 41 3.73 1.128

진로

준비도

_행동

1.내향-사물 143 2.92 0.696

3.40* .005 1<4

2.외향적 개방-아이디어 54 3.22 0.671
3.평균 108 3.05 0.691
4.외향-사람 68 3.31 0.700
5.내향적 개방-아이디어 32 2.98 0.718
6.관습-자료·사람 41 3.09 0.889

진로

준비도

_인지

1.내향-사물 143 3.30 0.624

7.83* .000 1<2,
4,6

2.외향적 개방-아이디어 54 3.70 0.763
3.평균 108 3.56 0.666
4.외향-사람 68 3.87 0.723
5.내향적 개방-아이디어 32 3.50 0.865
6.관습-자료·사람 41 3.77 0.816

진로

준비도

1.내향-사물 143 3.10 0.550

6.88* .000 1<2,4

2.외향적 개방-아이디어 54 3.45 0.621
3.평균 108 3.29 0.557
4.외향-사람 68 3.57 0.648
5.내향적 개방-아이디어 32 3.23 0.720
6.관습-자료·사람 41 3.4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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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및 직업흥미에 따라 실질적으로 존

재하는 하위 군집유형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때 성격은

성격5요인의 외향성과 개방성에 중심을 두었는데, 이는 외향성과 개

방성의 경우 성실성이나 신경증처럼 높거나 낮아야 좋은 일 방향적

인 요인이 아니며 지금까지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서로 다

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흥미의 경우 Prediger의

직업흥미 이론인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의 2차원적 분류를 활용

하였다. Prediger의 직업흥미 이론의 경우 성격, 가치관, 적성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다른 직업흥미 이론에 비해 주로 직업

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를 측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격 변인 중 외향성과 개방성,

직업흥미 변인 중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에 대한 흥미를 기준으

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확정된 하위 군집

유형의 성별·학년별 특성과 진로준비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탐색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

들 간 상관분석 결과 외향성, 개방성, 아이디어-자료 흥미, 사람-사

물 흥미,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먼저, 외향성이 사람에 대한 흥미와 진로준비도, 그리

고 진로준비도 하위유형(구체적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및 계획, 자

기이해, 진로정보수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향적인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흥미가 높다는 결과는 외향적인 사람이 S, E 흥미

유형과 관련 있다는 기존 선행 연구들(Gottfredson 외, 1993; 안창

규, 1996; 김봉환 외, 2013 등)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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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외향성과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이 모두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 역시 선행연구들과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였

다(김지연, 황매향 2004; 이길환 외, 2012; 권해수, 2014; 전미리, 김

봉환 2015 등). 다음으로, 개방성이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와 진로준

비도, 그리고 진로준비도 하위 요인 중 구체적 취업행동과 자기이해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I, A 흥미

유형과 관련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들(Gottfredson 외, 1993; Tokar,

Swanson, 1995; 안창규, 1996 등)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방성이 진로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김지연, 황매향, 2004). 하지만, 진로준비도의 모든 하

위영역과 정적상관을 보였던 외향성과는 달리 개방성은 진로준비도

하위영역 중 진로결정 및 계획이나 진로정보수집과 같이 구체적으

로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활동,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자

료를 수집하는 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개방성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자료 흥미 즉, 자료에 비해 아이디어에 대한 뚜렷한 흥미가 높은 사

람은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람-사물 흥미 즉, 사물에 비해 사람과

관련된 활동에 뚜렷한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진로준비도 및 진로

준비도 하위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이디어, 자

료, 사람, 사물에 대한 흥미 중에서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높을 때

진로준비도 역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군집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이었던 성격과 직

업흥미에 기초한 실재하는 6개의 군집유형을 확인하였고, 일원분산

분석을 통해 각 군집별 진로준비도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집

단은 ‘내항-사물’ 유형으로 평균 이하의 외향성과 사물에 대한 뚜렷

한 흥미를 특징으로 보이는 집단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다른 사

람들과 교류하기 보다는 사물·기계 등을 다루고 관리하는 일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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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 집단은 총 143명(32%)로 6가지 하위유형 중 가장 많은 수

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

하기 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성격이 사람과 관

련된 활동보다는 사물과 관련된 활동에 흥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성

격과 흥미가 일관된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유형의 경

우 진로준비도 및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Dreher와 Dreher(1985)는 청소년들이 직업준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활동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조력이 결

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 선배, 친구, 교사, 기타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문승태, 박민하, 양복만, 2012에서 재인용), ‘내향-

사물’ 유형의 경우 내향적 특성과 사람에 대한 낮은 관심이 대인관

계에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청소년들의 적절한 진로준비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조력

을 구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향-사물’ 유형과

정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외향-사람’ 유형은 매우 높은 외향성과

사람에 대한 뚜렷한 흥미를 가지는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며, 혼자서 사물이나 기계 등을 다루는 일보다는 사

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총 68명(15%)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집단의 경우 진로준비도 전체와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을 제

외한 진로준비도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뚜렷한 흥미와 외향적, 개방적인 성격이 해당 청소년들

의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취

업준비행동에서는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점수를 보

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서 면접이나 논

술에 대비하거나,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에 대

한 도움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집단은 ‘외향적 개방-아이디어’ 유형으로 평균 이상의

외향성과 매우 높은 개방성,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뚜렷한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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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보이는 집단이다. 새로운 상황에 개방되어 있으며 비교적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동 보다는 추상적

인 사고 활동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유형에는 총 54명(12%)

이 포함되어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

하는 개방적인 성격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활동 보다는 틀에 얽매

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활동에 대한 높은 흥미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진로준비도 하위영역 중 자기

이해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스스로의 성격과 흥미에 대해 정확하

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유형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

는 집단이 ‘내향적 개방-아이디어’ 유형이다. 총 32명(7%)으로 6가

지 하위유형 중 가장 적은 수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유형의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에서 자신이 선호

하고 선호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경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개

방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향적

개방-아이디어’ 유형과 유사하지만, 외향성이 낮고 사람에 대한 흥

미가 낮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향-사물’ 집단과 유사

하게 흥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교류하기 보다는 혼자서

사고하고 타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낮은 진로준비도를 보이는 이

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습-자료·사람’ 유형은 낮은 개방성과

아이디어보다는 자로에 대한 뚜렷한 흥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외향

적 개방-아이디어’ 유형과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더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관습적인 성격과 눈앞에

있는 자료나 수치 등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흥미가 일

관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성격과 흥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진로준비도 하위영역 중 자기이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향적 개방-아이디어’

유형과는 다르게 외향성이 높지 않고 개방성이 낮다는 특징이 진로

결정 및 계획, 진로정보 수집, 전반적 진로준비도에서 낮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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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했을 것이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성격

및 흥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진로준비와 관련

된 영역, 예를 들어, 진로결정 및 계획, 진로정보 수집, 구체적 취업

준비행동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 유형은 평균 정도의 외향성과 개방성을 보이며

아이디어·자료·사람·사물에 대해서 어느 하나 뚜렷한 흥미를 특징지

을 수 없는 유형이다. 총 108명(24%)의 사람을 포함하여 6가지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측정 방식의 한

계로 인해 해당 유형의 청소년들이 4개의 영역에서 모두 높은 흥미

를 보이는지 혹은 모두 낮은 흥미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흥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향성과 개방성이 낮지 않음에도 진로준비도에서 높은 점

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정 직업에 대한 흥미 여부가

직업에 있어서 노력의 방향이나 지속성 또는 직무 만족도를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붕환, 임경희, 2000; 김봉환 외, 2013)

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약 1/4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앞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서 청

소년들이 자신의 흥미를 개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 및 직

업흥미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군집분석을 통해 기존 선

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인지적·정서적·행동

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인만으로

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상관관계를 보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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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청

소년들의 성격 및 직업흥미에 기초한 실존하는 6가지 군집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도 탐색해보았다.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할 때 그들을 유형화할 수 있

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각 유형에 특성 파악을 통

해 그에 적합한 개입 기법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유형

별로 차별적 진단과 효과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 관련 흥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Prediger

직업흥미 유형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Holland 식

의 흥미검사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의 흥미, 성격, 가치, 동기,

능력 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하나의 검사만으로도 진로

와 관련된 많은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폭넓고 쉽게 추론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진달래, 2016). 하지만, 흥미 뿐 만 아니라 성격이나

적성과 같은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Holland 검사를 통

해 성격과 흥미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은 연구적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 ‘직업흥미’ 특성의 관

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

되지 않았던 Prediger의 직업흥미 이론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Prediger 직업흥미 이론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유형과 직업

의 고유한 특성, 직업군 간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

으로 진로준비도를 측정하였다. 중·고등학교 시기가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며, 진로준비 여부가 이후 청소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각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 특성을 살

펴본 것은 앞으로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준비도라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진로

와 관련된 인지적 차원이나 정서적 차원, 태도적 차원 뿐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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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에서의 진로준비를 위한 모든 행위

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진로결정 및 계획’,

‘구체적 취업준비행동’과 같은 진로준비도 하위요인 각 각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흡한 진로준비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 군집유형에서 약 1/3의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내향-사물’ 유형(32%)의 진로준비도가 가장 낮

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이

해’, ‘진로정보수집’, ‘진로결정 및 계획’, ‘구체적 취업준비행동’과 같

은 다방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구체적 취업준

비행동’에서는 군집유형별 진로준비도가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보아

이는 직업 관련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로준비 영역임을 확인했다. 실제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는가

에 대한 문항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9%(고졸), 13.5%(2~3년제)를 제

외한 학생들이 4년제 대학 졸업(64.7%), 석사 이상의 학력(18.9%)을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부모 역시 89.2%가 4년제 대학

졸업 혹은 그 이상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

이 많으며 아직은 진로준비도 단계 중에서 자기이해, 진로정보 수집

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뿐 만아

니라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 오지 않았던 직업흥미에 따른 진로준비

도를 보았다. 특히, 무조건 외향적인 특성이 진로준비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 개방성과 직업흥미에 대한 분명한 선호 역시 진로준비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예슬(2017)의 연구

에서 내향성-외향성 차원보다 다른 성격유형들이 진로준비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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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격

은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이지만, 흥미는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중에서 한 개인이 여

러 활동영역에 노출되어 보는 경험, 특정한 흥미를 추구해 볼 수 있

는 기회, 그리고 흥미 추구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을 때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에(지용근, 2004),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서 직업흥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의 3개의 고등학교만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남녀 성비가 균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

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균등한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군집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각 군집분포에서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

는 것에 비해서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및 직업흥미 척도, 그리고 진로준

비도 척도는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었으며, 기준점수를 제공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각 군집유형 별 성격, 흥미, 진로준비도

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표준화된 검사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성격, 직업흥

미, 진로준비도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자기보고식 검사에 기초했다는 한

계가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주관적 평가, 사회적 바람직성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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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격(외향

성)과 관련하여 실제 자신의 성격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응답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인 면담, 행동관찰,

실험연구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5요인 이론과 Prediger의 직업흥미를 활

용하였는데, 성격5요인 중에서 외향성과 개방성만을 포함하였다. 또

한 직업흥미 특성도 역 채점을 통해 아이디어-자료, 사람-사물을 각

각 하나의 연장선에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성격5요인의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고, 직업흥미를 각 각 서로

다른 변인으로 놓고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각

의 변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 군집유형 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진로준비도에 대한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후 진행될 후

속연구에서는 진로준비도 뿐 만 아니라,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미결정 등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들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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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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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진로준비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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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흥미 있는 분야의 자료나 정보지, 팜플렛을 모으고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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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활동, 인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실전 경험을 다양하
게 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면접이나 논술을 대비하여 더 많은 상식을 넓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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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선택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앞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세운 진로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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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흥미, 취미, 특기, 소질과 관련지어 진로에 대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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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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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미래에 
그 일을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과의 특성을 알아보고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 진로정보를 얻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성적을 체크하고 나에게 맞는 대학이나 직업을 찾
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대학입시설명회(대학설명박람회) 등에 참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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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b is more than just a means of living for an

individual. Therefore, career decisions must be made through

career search that involves the whole life of the individual. Of

these, the adolescent period is the starting of the understanding

of oneself related to career and a period when one selects and

tests potential careers appropriate for oneself. Hence, career

education and counselling can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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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ling that sufficiently considers the stages of the relevant

age. In fact, many career related programs and researches

research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 personality and interests

or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type according to career

readiness. However, it has limitations of not being able to

discover lower types that actually exist. Thus, this research

seeks to check if there is an actual lower cluster type according

to adolescent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 and seek the

characteristics by each lower cluster type. To do thi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personality variable of

extrovert·openness and vocational interest of idea

-data·person-object and the career preparedness and career

preparedness lower factor (detailed career readiness activity,

career decision and plan, self understanding and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by each lower cluster type was measured.

For this research, personality, vocational interest and

career preparedness targeting 480 high school students in their

first, second and third years at Gyeonggi-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was measured. Of the 480 surveys collected,

apart from 34 that were not responded sincerely, 446 data was

used for analysis in this research.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was confirmed and cluster

analysis to find out whether a lower cluster type according to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 variable exists was conducted.

Here, cluster analysis of 2 stage proposed by Hair and

Black(2000) was conducted and by additionally conducting

methods proposed by Noh Hyung-Jin (2007),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Finally, ANOVA was

conducted to find out what difference existed in terms of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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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n career preparednes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xtrovert, openness, idea-data interest,

person-object interest, career preparedness and career

preparedness lower factors. Furthermore, we could confirm 6

cluster types (introvert-object, extrovert openness-idea, average,

extrovert-person, introvert openness-idea, customs-data·person)

that exists based on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 through

cluster analysis. Finally, by setting 6 cluster typ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career preparedness as dependent variable and

having conducted ANOVA, the whole career preparedne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 in ‘extrovert-person’ type,

‘extrovert openness-idea’ type compared to 'introvert-object' type.

In addition, having confirmed the difference in career

preparedness lower factor by lower cluster typ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decision, plan,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apart from specific job finding

activity.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firmed the

actually existing lower type according to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 of adolescents. Moreover, it did not stop at

just confirming lower types, but sought career preparedness by

lower type and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ling not only

provided a framework that stereotyped adolescents, but can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 to appropriate intervention

methods that befits each characteristic types. Furthermore, by

using the Prediger vocational interest type not frequently used

before, it has significance of conducting research based on

interest regarding the tasks of each job. Finally, the proposals



- 85 -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follow-up research

was written.

Keywords : Adolescent Career, Cluster Analysis, Personality,

Vocational Interest, Career Readiness

Student Number : 2016-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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