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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민 지 식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및 취업

장벽의 관계를 구명하고,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

벽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가설을 네 가지로 설정하였고 이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구조방정

식 모형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부모지

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은 서로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과 취업장벽은 이를 매개할 것이다. 넷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

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결정 대처전략은 이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이 총 41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5,362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층화군집비율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총 8개 

학교를 군집표집하였고, 학교 소재지, 성별, 계열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연구에는 총 

41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선택몰입,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조사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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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에 맞도록 검토 후 일

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10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91부를 회수하였

다. 이 중 결측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하고, 층화표집 기준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고자 난수표를 작성하여 학교 소재지, 성별 비율을 조정하여 총 411부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Mplu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

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자

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를 검정한 결

과 모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각 변인간

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총 5개의 지

수를 활용해 검증되었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220),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480), 취업장벽에는 직접적인 부적 영향(β=-.22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500), 취업장벽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37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장벽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

=-.1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β=.240)가 있었으며, 취업장벽은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β

=-.040)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순차적 매개효과 즉, 진로선택몰입 → 자

기효능감 →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부적 효과가 있는 것

으로(β=-.031)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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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생산적 대처

전략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에서는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지지 탐색 대처전략만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및 취업장벽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 검정 결

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구조모형에서 설정된 모든 영향관계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셋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부분 매

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지지는 취업장벽을 부분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장벽을 이중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마이스

터고등학교 학생의 생산적 대처전략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지 탐색 대처전략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비생산적 대처전략은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선택몰입과 취업장벽의 하위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기

효능감의 향상을 촉진하는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

생들의 진로선택몰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벽의 하위요인 중 취업정보부족과 취업

역량부족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어떤 취업장벽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의 활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산적 대처전략과 지지 탐색 대

처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및 상담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처 경험이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

로선택몰입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진로목표 선택과 같은 하위요인들이 어떤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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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비

롯하여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장벽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

하다. 셋째,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를 통해 진로

선택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처전략 조사도구

의 한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진로선택몰입,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 

학번: 2018-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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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 지식기반 사회 등의 키워드들이 등장하면서 유

동성 있는 기술과 적응력을 개인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다. 직업교육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수요에 대한 

교육 제공 뿐 아니라 보다 현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제공과 적절한 진로

지도의 제공이 강조되어 왔다(Savickas, 2000; 이주호,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등직업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선도모델로서 

마이스터고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마이스터고는 교육부가 2005년 발표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산학협력형 고등학교로서, 2008

년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되었다(손유미, 2014; 허영준, 2015). 마

이스터고 정책은 ‘영 마이스터’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

을 강조하였으며 졸업 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은 현재까지 높은 취업률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정책 도입 이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김종우, 장명희, 최수정, 허영

준, 2012; 유한구, 이은혜, 2017).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성과 측면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정책 추진 방향

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마이스터고 정책의 성

공 여부를 단지 취업률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

며 지금까지의 마이스터고 정책의 성과가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정착 측면에서의 성

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김종우, 최수정, 김경인, 2014). 노동시장으

로의 안정적인 정착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나 마이스터고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양정승과 김유미(2014)는 마이스터고 정책이 취업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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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노동시장 정착 의도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이명훈(2014)의 연

구에서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한 원인으로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진로

결정의 미숙함’,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등을 제시하고 있

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 자체가 중요

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선택이 ‘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성남 등

(2016)은 진로동기와 같은 학생의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양정승, 김유미, 2014; 이명훈, 

2014). 

진로선택 이후 지속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직업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서는 진로선택과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몰입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olarelli, & Bishop, 1990). 몰입이란 ‘자신이 선택한 목표나 가치, 신념 등을 달

성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선택에 있어서 몰입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며 취업 후에

도 효율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Becker, 1960; 김태환, 2019; 김순미, 이

현림, 2008).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진로선택 상황이 상당히 특수하기 때문이다. 마이스터고

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중학교 졸업 시점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을 선택하며 어느 정도 직업분야에 대한 선택을 한 상황에 놓여 있

다고 볼 수 있다(김성남, 김태환, 2018).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한 후

에도 특정 기업으로 진학할 것인지, 어떤 직무에 진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

서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 과정을 경험하며 추가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

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 중 전공분야에 취

업(84.4%)을 고려하고 있다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마이스터고의 정책적 취지

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최동

규 등, 2014).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생활에 대해서 충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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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탐색하여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학생들이 진로

에 대한 선택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의사보다 부모 등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거나 

낮은 정보획득 수준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 현실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취업 

이후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남, 김종우, 김태

환, 2016; 이명훈, 2014). 따라서,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과 같은 변인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선택에 있어서도 

포기하기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측면의 사고는 취업장벽과 같은 상

황요인과 더불어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szczynska, Gutiérrez‐Doña, & 

Schwarzer, 2005).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몰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정

서적 요인과 장벽 인식과 같은 외부의 환경적·맥락적 요인들과의 관계가 주로 검증

되어 왔다(Balin, 2008; Blustein, Pauling, DeMania, & Faye, 1994; Chuang & 

Dellmann-Jenkins, 2010; Leal-Muniz & Constantine, 2005). 특히 부모지지와 

같은 변인은 환경적인 변인으로서 진로선택몰입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

과 취업장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서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김지근, 이기학, 2011; 김태환, 201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적 변

인과 인지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한계점으로는 취업장

벽과 같은 환경적·맥락적 변인들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실제 환경에

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진로선택몰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하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진로지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장벽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진로선택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는 행

동이 다양할 수 있다(조경주, 2018). 이처럼 인식 차원에서의 차이도 진로선택 상황

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지만 행동 측면에서의 차이 또한 진로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들은 이후 개인의 인지와 행동 모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명확히 검증하지 못했던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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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로선택, 특히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몰입 사이의 관계에 개인이 실제로 행한 행

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진로지도와 진로교육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인과적 구조 모형을 

검증한다.

둘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과 취업장벽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결

정 대처전략은 이를 조절할 것이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은 서로 직접적인 영향관

계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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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1.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부모지지는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자기효능감은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취업장벽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은 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자기효능감은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취업장벽은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선택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

로결정 대처전략은 이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1.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생산적 대처전략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지지 탐색 대처전략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3.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비생산적 대처전략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4.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생산적 대처전략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5.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지지 탐색 대처전략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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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6.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비생산적 대처전략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

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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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의 정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 10항에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

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10차 선정 

학교 중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집단에 해당하는 전국 41개 고등학교를 의미하며 논

문 내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마이스터고’로 표기하였다.

나.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이란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

(identification)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의미한다(김

태환, 2019). 이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

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김태환(2019)이 개발한 진로선

택몰입 도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다. 부모지지

부모지지는 부모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의 자원을 의

미한다.(Kaplan, 1977; Nolten, 1994). 부모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

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도구

를 이지연(2013)이 수정하여 개발한 부모지지 도구를 활용하였다. 부모지지의 하위요

인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행을 성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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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Eden, 2001; 송윤아, 2010).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효능감 변인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송윤아(2010)

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취업장벽

취업장벽이란 진로장벽의 여러 경험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취업을 하기 위하

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이자 개인의 생애에서 진로와 

관련되어 인식되는 다양한 장벽 중 하나이다(윤창호, 2005). 이는 일반적으로 인식

되는 진로계획이나 직업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의 진로장벽보다는 협소한 개념

으로 취업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취업준비, 그리고 직장생활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

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취업장

벽이란‘개인이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려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소’를 의미하며 이지혜(2010)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구수정 절차에 따라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취업정보부족, 취업역량부족,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3가지 관찰변인을 통해 취업

장벽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바. 진로결정 대처전략

진로결정 대처전략이란 진로결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개인이 대처하

는 행동으로서의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Lipshits-Braziler 

등(2016)의 진로결정 대처전략 측정도구(SCCI: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의 생산적 대처전략, 지지 탐색 대처전략, 비생산적 대처전략 척

도가 사용되었다. 조절변인으로서 연구모형에 투입될 때는 각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Lipshits-Braziler 등(2016)이 개발한 3가지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통해 각각의 대처전략 수준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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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특성

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의 특성

마이스터고등학교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이스터고

등학교 육성정책을 통해 선정된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

이스터고등학교 육성정책은 학생들이 ‘한국형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립하고, 교육 규제를 개혁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

라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MOU체결 등

을 통해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후의 경력 개발이 후진학을 통한 학위 취

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김종우 외, 2016). 

[그림 Ⅱ-1]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장경로 모형

자료: 김종우, 김성남, 윤형한, 김대영, 정희영, 이미란. (2016).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세종: 힌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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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마이스터고등학교 선정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1년 1·2차로 선정되어 개교한 21개교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으로는 총 46개 학교, 18,10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한국교육

개발원, 2018).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문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이후 취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

이 높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유한구, 이은혜, 2017).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

았을 때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

학하기로 한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진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일부 진로를 변경하거나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중도탈락율은 2016년 개교 마이스터고가 5%, 8·9차 마이스터고가 5.5% 등으로 

중도탈락 이유로는 진로 변경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부적응 또는 기타 사유로 나타

났다(김종우 외, 2016; 김성남, 강일규, 김종우. 2016; 유한구, 이은혜, 2017). 이처

럼 대부분 직업분야를 선택하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진로선택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도
학교 수 학생 수

계 남학교 여학교 공학 계 남 여

2011 21 6 1 14 12,886 11,326 1,560

2012 27 9 1 17 13,190 11,338 1,852

2013 34 12 1 21 15,728 13,461 2,267

2014 36 11 1 24 15,714 13,418 2,296

2015 40 10 1 29 17,502 15,103 2,399

2016 42 11 1 30 17,618 15,153 2,465

2017 45 10 1 34 18,492 15,584 2,908

2018 46 11 1 34 18,105 15,346 2,75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교육통계연보. 충북: 교육과학기술부.

*밀양전자고등학교, 감포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집계되지 않은 수치임.

<표 Ⅱ-2> 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변화(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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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등(2013)은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특성을 가정배경, 학습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변인으로 구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의 학력을 제외한 학습심리적 변인들은 모

두 특성화고등학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 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

냈다. 특히 학습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측면에서는 일반고 집단과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생활 변인으로 측정된 학교 만족도 측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과도 상당히 일치하는데, 김종우 등(2016)

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만족도와 동아리

활동 전공과목 정규수업 등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김성남 등(2016)은 2016학년도 마이스터고 신입생의 진학 선택 이유를 조사하였

는데,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 고려, 이른 시기에 사회 진출 등의 순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된 8・9차 선정 마이스터고등

학교의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

성화고등학교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진학에 있어서 대부분 취업을 고려

하고 입학한다는 점이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과 진학을 비교적 함께 고려하는 반

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별도로 학교에서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 취

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한다(홍유나, 2016). 

나.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관련 특성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된 특성들 또한 취업

과 관련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마이스터고등학교 1~7

차 선정된 학교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졸업생들은 2월 기준으로 94.2%

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취업률의 편차가 있어 일부 학교는 

취업률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94.2%의 학생들이 취업하며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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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공기업 및 정부부처, 대기업, 중견기업 순으로 취업처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종우 외, 2016). 특성화고등학교와 이를 비교하여 보면 맹희주(2014)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계획 중 51%가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반

면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94.9%가 취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취업 

비율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2013년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률이 92.3%, 

2014년에 졸업한 학생이 90.6%, 2015년에 졸업한 학생이 90.5% 로 대부분 취업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우, 윤형한, 김인엽, 황성수, 황승록, 2015).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관련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된 진학 관련 특성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일반

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이를 파악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비해 직업가치관 중 외적 

직업가치관인 발전성에 높은 가치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발전을 통한 성취와 안

정성, 높은 임금을 중요시하고,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직업에 대한 지식’은 마이스

터고등학교 학생이 보다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두 집

단 모두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맹희주, 2014). 배상훈 등

(2014)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특

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하면서 특성화고 학생에 비해 마이스터고등

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수준 변인들을 통제한 상

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대체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성숙 수준이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으며, 

비교적 흥미나 진로에 대한 이후 계획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진학 계획은 경력 설계와 진로에 대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후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해(40.7%) 후진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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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나 대우가 대졸자와 차이가 나기 때문(40.4%), 사회적 인식에 따른 대학 졸업

장의 필요성(15.4%) 등의 순으로 후진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남 등(2016)은 이러한 결과를 마이스터고등학교 진학 동기를 통해 분석하고 있

는데, 개인의 진로나 적성, 흥미를 주요한 진학 동기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공 분

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으나 ‘취업

가능성’을 진학 동기로 응답한 학생들은 대졸자와의 차이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처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관련 특성은 대부분 진로성숙도 등의 진로

발달 수준이나 취업에 관련해 진학 등 경력경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

편 후진학과 관련해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은 졸업 후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관

련 산업분야로 취업하기는 하나 수행 직무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전공을 학위 취

득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김종우 외, 2015). 이는 상당수의 졸업생

들이 졸업 이후에 직업경험을 통해 직무 측면에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인 진로선택에 집중한 연

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선택한 

진로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무 측면을 고려

하여 다양한 진로 관련 특성들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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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선택몰입

가. 진로선택몰입의 개념

진로선택이란 진로결정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진로결정이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로 

인식되는 것인데 반해 의사결정 과정 중에 몰입을 형성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은 잠정적인 진로목표 선택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결정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

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로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새로운 선택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태환, 2019; Phillips & Blustein, 

1994).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발전되어 왔

다. 그 중 진로발달 관점에서 살펴본 몰입은 개인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 이후 

자신의 선택을 구체화시키고 특수화시키는 과정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최수정, 

2007).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한 후에 경험하는 부정적

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발달

과업들이 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inzberg, Ginsberg, Axelrod, & Herma, 

1951; Marcia, 1993; Tiedman & O'Hara, 1963). Super(1957)와 Blau(1988)는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을 ‘특정한 직업목표에 대한 강한 애착을 동반하는 직업적 선

호에 대한 의식’이라고 정의하였고 Harren(1979)은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을 ‘선

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확신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에서 정의하는 몰입 개념을 들 

수 있다. 정체성 이론은 몰입을 미래에 대한 자기개념으로 보고 있다. Marcia(1980)

는 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진로발달 과정과 

흡사하다고 강조하면서 몰입이 정체감을 응집하고 명확히 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수정, 2007). 따라서 진로선택에 있어서 몰입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의 진로 결정을 자신의 선택을 내재화하며 이는 진로탐색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Blustein 등(1989)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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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을 종합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을 ‘특정한 진로목표에 대한 인식으로 강

한 애착을 동반하는 직업분야 선호’라고 정의하였다(김태환, 2019). 

이처럼 두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 개념은 공통적으로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몰입이 개인의 직업적 선호가 선행되는 것이며, 애착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김태환, 2013; 최수정, 2007; Blustein, Ellis, & Devenis,  

1989). 그러나 김태환(2019)은 최근 진로선택몰입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직업분야 

선호라는 개념이 강한 애착을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동기화된 태도로서 나타나

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Waterman(2015)의 연구

는 이러한 몰입을 피상적인 몰입(commitments as labels)이라고 정의하면서 몰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 수동적일 수 있는, 일반적인 몰입과는 다른 개

념으로 보았다.

또한 정체성 이론에서는 근래에 이러한 비판에 대한 해석으로, 정체성 영역 내의 

하위 목표를 인식할 때 몰입이 성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목표를 

인식할 때 선택한 목표가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얻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Luyckx et al., 2008); Savickas, 2012). 몰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Luyckx 

등(2005)은 기존에 Marcia(1980)가 제시했던 정체감 탐색에 대한 차원을 더 세부

적으로 나누어 몰입 차원을 몰입 형성(Commitment making)과 몰입 동일시

(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몰입 형성은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수준을 의미하며, 몰입 동일시는 몰입의 질적 수준을 의미

한다. 이러한 설명은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과 애착이 나타나게 하는 기제로서 작용

하며 진로선택몰입이라는 개념을 직업분야 선호와 명확히 구별하여 준다(이상희, 오

보영,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진로선택몰입의 요소로서 다루고 

있는 확신과 애착, 몰입 형성, 몰입 동일시의 개념을 모두 종합한 것으로서 진로선택

몰입 변인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

으로 정의하였다(김태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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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의 진로선택몰입

의사결정은 생애에 대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의 진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은 특히 결정을 내리는 짧은 순

간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포함한 개념이

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보를 탐색 및 수립하고, 제시된 대안을 상호 비교함

으로써 적절한 대안을 선택, 실행에 옮기는 것이 포함된다(임정훈, 2015). 따라서 진

로의사결정이론(career decision-making theory)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정보

처리를 통해 진로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향자

(1992)는 진로의사결정모형을 정보를 탐색, 대안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 행동으

로의 실행과 몰입(commitment)까지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으

로 정의하였으며 규범적 모형(normative decision making model)과 기술적 모형

(prescriptive decision making model)으로 이를 분류하였다. 규범적 모형은 사람

들이 합리적으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중요

시하는 반면 기술적 모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업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보다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Phillips & Pazienza, 1988).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는 이처럼 결정 못지않게 과정에 대한 설명을 중요시하고 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몰입 과정까지도 일부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Philips와 Blustein(1994)은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이 몰입하고 전념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방향으로의 진로 대안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Janis

와 Maan(1977)은 규범적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

의 모형은 ‘갈등 의사결정 모형’으로도 불리며 Krumboltz와 Baker(1973)가 제시

한 사회학습 의사결정 모형과도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Janis와 Maan(1977)은 

갈등을 통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진로결정 상황에서 스트레스

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부주의하게 결

정을 내리는 원인이 되며, 너무 높은 스트레스는 성급하게 결정 상황에 대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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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만약 정보를 수집한 후 예상되는 결과가 크게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이 아

니라면 개인은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 즉 무갈등 고수(unconflicted 

adherence) 대처전략을 사용하거나 철저한 고려 없이 행동을 변경하는 무갈등 변경

(unconflicted change) 등의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Janis와 Maan(1977)은 이처럼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대처전략을 무갈등 고수, 무갈등 변경, 방어적 회피, 과잉 경

계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반대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어느 정도 위험 요소

가 있을지라도 부정적 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한다. 따라서 이

들은 중간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상

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주의깊은(vigilence) 의사결정이

라고 하였다. 주의깊은 의사결정은 일종의 절차로 설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몰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인은 대안들에 대한 정보를 탐

색하고, 이들이 가지는 부정적 결과를 고려한 이후 대안들을 다시 평가함으로서 몰입 

과정을 거친다. 또한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체 과정에

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 다시 고려하고 다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

은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진로선택몰입의 개념 중 ‘진로선택의 확신’의 의미

와 상당히 일치하며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실제 

상담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Janis & Mann, 1976; Janis & Mann, 

1977).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모형은 모두 개인에 의해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Krieshok 등(2009)이 주장하였듯, 이러한 합리적 진로

결정 이론에서 기본적인 가정으로 인식되는 Parsons(1909)의 ‘진정한 추론(true 

reasoning)’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 또한 몰입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추론은 어떠한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위

해 사용되는 정신적인 과정의 하나로. 의사결정 이론에서도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Parsons(1909)가 주장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상적인 조건은  첫 번째, 자신과 관

련된 여러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며, 두 번째는 성취에 필요한 요구조건, 세 

번째 조건은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후 실제 직

업 상담과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의 이론적인 측면에 반영되어 왔다(Jon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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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any 등(2008)의 연구는 이처럼 합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진로의사결정모형을 비

판하면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이 어떻게 진로 의사 결정의 합리적

이고 경험적인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 중 하나는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나 법대에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상자는 정말로“내가 졸업 직후 법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지”확신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의사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후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목표에 대한 몰입(commitment)은 진로 목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되었다(Bubany, Krieshok, Black, & Mckay, 2008). 

이러한 관점에서 Harren(1979)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여 

진로의사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행

동에 몰입하는 심리적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이 진로발달의 맥락 내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진로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정한 단

계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연구 수행 방법

이라고 보았다(고향자, 1992).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리적 과정으로서,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이 필수적인 과업으로 제안되었다. 대학생 

시기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은 인식단계, 계획단계, 몰입단계, 이행단계의 4단계로 설명

된다. 먼저 인식단계에서 개인은 스스로가 지금까지 진로계획을 가지지 않았음을 인

식하고,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계획단계에서는 다양한 탐색활동을 통해 잠

정적인 진로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며, 몰입단계에서는 잠정적 선택을 내리고 개인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행단계에서 개인은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인이 탐색활동을 통해 잠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

고 몰입단계를 통해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김태환, 2013; 최

수정, 2007). 종합하자면, 진로선택은 합리적인 과정으로, 특히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반면에 합리적이지 않은 진로선택의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진로선

택몰입은 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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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개념과의 비교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진로선택몰입은 김태환(2019)와 Blustein 등(1989)

의 연구에 기초하여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확신 및 애

착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진로목표를 선택하였는지의 

측면에서 여러 변인들과 유사성을 갖는다. 그 중 대표적인 두 변인이 진로미결정

(career indecision)과 진로결정수준이다.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은 실제 미결정 상

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으며 진로결정수준을 진로미결정 도구로서 측정하기

도 하는 등 같은 연속선상에서 측정되는 반대의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진로미결정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진로결정을 내린 정도의 반대 개념으로, 실질적 

연구에서는 미결정의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는 유형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향자, 

1992). 대표적으로 Fuqua와 Hartman(1983)는 이를 발달적 미결정과 만성적 미결

정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최근 송지은, 이정윤(2013)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

상으로 하여 진로미결정 하위유형을 ‘전반적인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동기 부족형’, ‘만성적 우유부단형’, ‘내적 갈등형’의 5개 군집으로 나누었

다. 그 외에 진로미결정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Holland 등(1975)

은 진로결정을 수준의 개념으로 보고,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

로 파악하였다. 대표적인 진로미결정 검사인 Osipow 등(1976)의 진로미결정검사

(CDS)는 구조와 확신의 결여, 인지된 외부적 장애, 긍정적인 선택 갈등, 개인적 갈

등과 같은 네 가지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수준은 비슷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개념을 분리하여 볼 필요도 있다. 고향자(1992)의 연

구에서는 진로미결정검사(CDS)를 번안하여 진로미결정 측정도구를 개발하면서 

Harren(1979)의 진로결정척도(ACDM) 중 전공선택확신검사와 직업선택확신검사와 

비교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선택확신검사와는 상관이 -.80으로 

나타났으나 전공선택확신검사와는 -.50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 진로결정수준

과 진로미결정이 서로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 20 -

일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Betz 

& Voyten, 1997; Lent, Brown, & Hackett, 2000). 이들은 이러한 고민이 궁극적

으로 미결정자들의 성격적 측면의 형성이나 개인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로미결정검사(CDS)와 같이 결정 수준을 측

정하는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Feldma, 2003). 그렇기 때문에 진로미결정

은 진로목표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진로선택몰입과 관련이 있으나 진로미결정의 특

성상 그 반대 개념이 진로선택몰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Harren(1979)의 연구, 

하정과 홍지영(2013)의 연구 등에서는 진로결정몰입을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보기도 하였다(Blustein et al., 1989; 김태환, 2019).

김태환(2019)은 진로선택몰입의 정의를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으로 정의하고  

진로선택몰입과 유사한 개념들을 ‘진로결정 관련 유사개념’과 ‘목표의식 관련 유

사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결정 관련 유사개념으로는 진로결정수

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고, 목표의식 관련 유사개념으로는 진로정체성과 

소명을 각각 제시하였다. 목표의식 관점의 유사개념은 진로선택몰입이 진로결정수준

과는 다르게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진로정체성이란 진로의 맥락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

하고 진로 탐색에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인지적 나침반’ 이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McArdle, Waters, Briscoe, & Hall, 2007). Marcia(1980)는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를 통해 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정체성을 몰입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나, 정체

성은 무의식적인 측면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은 정

체성 획득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Waterman, 2015; 김태환, 

2019). 소명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Duffy 등(2012)의 정의에 따르면 

소명을“자기를 넘어선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초월적 부름을 경험하는 것이며, 삶에서

의 특정한 역할을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지향하는 태도”이며, 진로선택몰입의 ‘진

로목표 동일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권선영, 김명소, 2014). 이처럼 소명은 공통

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며 삶의 목표와도 연관되는 개념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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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업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진로선택몰입과는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Praskova, 2015).

라. 진로선택몰입의 측정

직업적 선택 및 애착의 개념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한 도구들은 Harren(1979)

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나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측정도구로는 

Harren(1984)의 몰입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Buck과 Daniels(1985)의 

DMT-O(Decision Making Task-Occupations), Blustein 등(1989)의 진로몰입선

택 측정도구(CCC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가 대표적이며 국내에

는 고향자(1992), 최수정(2007), 김태환(2019)이 번안, 개발한 도구가 있다. 이들

은 공통적으로 직업선호, 애착, 의사결정 등의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진로선택몰

입을 개념화하였다. 또한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정체성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

는 정체성 몰입 개념을 고려하여 선택과 애착 측면에서 이를 각각 비교하였다. 국내

에서는 대부분 고향자(1992)가 Harren(1984)의 도구를 번안한 직업선택확신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는 Blustein 등(1989)의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CCC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들 또한 수행되어 

왔다(김태환, 2013; 민지애, 유금란, 2015; 정은이, 2014). 최근에는 김태환(2019)

이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CCCS)와 최수정(2007)이 개발한 도구를 비롯하여 선행

연구들을 종합,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도구들과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Harren(1984)의 도구가 있

다. 그는 Tiedeman과 O’Hara(1963)의 모형을 확장시켰으며, 진로선택과정에서 

몰입과 탐색을 통해 진로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보았다(고향자, 1992). 이 검사는 

전체 진로의사결정검사(ACDM) 중 Part. Ⅳ에 해당하며 문항번호 120~140번을 나

타내는 것으로, 참-거짓 형태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직업선택확신검사로 부르기도 한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선택이 잠재적으로 내려졌으며 선택을 이행하는 데 방향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확신의 측면에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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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를 나타낸다(Burger-Gross, Kahn, & Weare, 1983; Harren, 1984). 이 

도구는 Buck과 Daniels(1985)에 의해 재구성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매뉴얼에 다

르면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 에서 .89로 나타났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79~ .83으로 

나타났다(Buck & Daniels, 1985).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는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Blustein 등(1989)이 개발하였으며, 

Super(1957)의 진로 구체화(career crystalization) 이론을 기초로 하였다.  이 도

구는 두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로서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을 측정하며, TTFS(Tendency To 

Foreclose Scale)은 진로배제경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각 개인은 직업적 선호와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르게 나타낼 수 있다. 

Harren(1979)과 Blustein(1989)는 이를 진로의사결정과정이 부정적인 심리를 동반

하기 때문으로 보았다(최수정,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배제성향이란 몰입을 개

인이 직업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직업적 선호를 발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향성과 같이, 경험 이전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파악

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배제성향 측정도구(TTFS)는 탐색이 선행되지 않은 몰입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VECS와 차이가 있다(김태환, 2013). 따라서 낮은 진로배제성향

을 가진 경우 진로에 대한 몰입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 진로결정에 몰입하는 경우에 오히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류

진숙, 2012; 최수정, 2007; Blustein et al., 1989). 진로배제성향 측정도구(TTFS)

는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특정된다.

CCCS의 척도 중 다른 하나인 진로탐색 및 몰입(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척도는 ‘개인이 탐색행동을 통해 몰입 이전 단계, 잠정적 몰입, 

몰입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전시키는 몰입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이 진로목표 동일시와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몰입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태환, 2013). 최수정

(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몰입을 진로탐색 및 몰입과 진로배제 경향 두 척도

의 총점으로 사용하였으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몰입 도구로서 VECS를 TTFS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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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로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김태환(2019)의 도구가 있다. 그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론적 토대가 각각 다르며,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직업적 선호 및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진로선택몰입이 높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

성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대부분이 해외에서 개발된 도구들

임을 개선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의 몰입 연구, 특히 정체성 

연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몰입 연구들을 종합하여, 몰입 형성과 동일시, 확

신 및 애착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Waterman, 2015).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여 김태환(2019)의 직업선택몰입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진로목

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3개 하위요인과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

가. 부모지지

1) 부모지지의 개념

부모지지란 사회적지지라는 변인 중에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이 때 요구되는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사회적지지이다(이미라, 

2000). 초기 연구자들 중 하나인 Kaplan 등(1977)은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의지하

거나 애정을 공급받는 사람의 존재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보았다. 타인

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사회적지지라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공통적으로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윤지영, 2016).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에

서 사회적지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해되며 주로 보건학,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

었다. 이들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를 파

악했으며 사회적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과 사회적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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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점차 사회적지지를 개인의 적응

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배우자나 친

구, 가족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인이 제공하는 심리적·물질적 자원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로 나타나게 되었다(Kaplan, 

Cassel, & Gore, 1977; 박지원, 1985; 이미라, 2000). 사회지지체계론(Social 

Support System)에서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간이 사회적지지를 필요로 하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Diamond와 Jones(1983)는 더불어 사회적지지가 가지는 공통적인 합의점이 사회와

의 통합과 상호 호혜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가 증가하면 일반

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은 감소하며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적

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Dimond & Jones, 1983; 성영혜, 1993).

Cassel(1976), Caplan(1974) 등은 사회적지지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완충 효과에 있다고 강조하였다(House, Umberson, 

& Landis, 1988). 이러한 접근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사회적 관계의 붕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Caplan(1974)은 자

신의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정서적 문제를 다루

기 위해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도록 돕고, 업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인들로 이를 정의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그는 사회적지지를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 등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서적지지, 문제 해

결을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적 지지, 과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적 

지지,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House

(1983)는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

이라고 정의하였다(전영주, 2018).

사회적지지 연구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인 Cobb(1976)은 사회적지지가 타인에게

서 제공되는 물질적, 심리적 자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을 정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 그리고 관계망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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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1974)가 주장한 사회적지지(Social Provisions)의 하위요인과도 유사한 측

면이 있다. Cobb(1976)이 주장한 정서적지지 요인은 ‘애착’요인과, 관계망 구성 

요인은 ‘사회적 통합’이나 ‘유대감’ 요인과 유사하다(Weiss, 1974; Cutrona & 

Russell, 1987;  박지원, 1985). Cobb(1976)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공식적 지지와 친구, 부모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비공식적 지지를 구분하면

서 처음으로 지지가 주체로부터 제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지에는 사회망 비공식적인 지지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Cutrona(1996)는 사회적지지를 House(1983)과 같이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정서적 지지, 관계망 지지, 존중감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다섯 가지로 분

류하였다. 여기서 물질적지지(tangible aid)는 도구적 지지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

여진다(박지원, 1985; 유은경, 설현수, 2015). Nolten(1994)은 사회적지지를 기능

적 분류와 유사하게 부모, 또래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로부터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지지를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

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Nolten(1994)이 정의한 사

회적지지의 개념을 활용하여 부모지지의 개념을 정의하였다(윤지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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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하위요인 비고

Weiss(1974)

w 애착
w 사회적 통합
w 양육의 기회
w 기차인식의 확인
w 신뢰할 수 있는 유대
w 안내·지도

사회적지지에 대한 

표현이‘Provision‘으로 

제시됨

Cobb(1979)
w 정서적지지
w 존중감지지, 
w 관계망 지원

-

House(1983)
w 정서적지지
w 평가적지지
w 정보적지지
w 도구적 지지

기능적 분류
Nolten(1994)

Cutrona, & Russell

(1990)

w 정서적 지지
w 자존감 지지
w 정보적 지지
w 도구적 지지(원조)
w 사회적 통합

초기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사회적 통합 

요인을 포함함

박지원(1985)

w 정서적 지지
w 평가적 지지
w 정보적 지지
w 도구적 지지

3가지 척도 중 

간접적 지지 척도에 포함됨

이미라(2000)
w 부모지지
w 교사지지
w 친구지지

Nolten(1994)이 정의한 

사회적지지 개념과

기능적 분류를 바탕으로 함

김지현(2014)
w 교사지지
w 친구 지지 이미라(2000)를 수정·보완

<표 Ⅱ-3>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2) 부모지지의 측정

부모지지는 하나의 이론을 통해 합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연구자별로 각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만큼 다양한 도구들과 다양한 연구들

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수많은 개념적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개발되

었다(유은경, 설현수, 2015). 부모지지는 사회적지지를 지지원에 따라 분류한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다양한 관점들을 Tardy(1985)는 크게 5가지 분류

로 나누었다. 방향(direction), 특성(disposition), 기술/평가(description/evaluation), 내

용(content), 네트워크(network)가 그 기준으로, 방향은 사회적지지를 제공받느냐 

내가 제공하느냐에 대한 분류이고, 특성은 사회적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

부로 구분한다. 기술/평가는 개인이 사회적지지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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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것이며, 내용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는, 

기능적 분류라고 부르는 방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개인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하고 있다(Tardy, 1985; 조아미, 방희정, 2003).

최근에는 부모지지를 포함한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기능적 측면의 관점으로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지지의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지 개념에서 보다 역동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유은경, 설현수, 2015; 윤지영, 2016).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측정

하는 것은 초기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명을 요구하는 방법이나 인터뷰, 사회관계망 

분석과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 혹은 지원행위를 제공하

는지, 이러한 지지에 개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된다(유은

경, 설현수, 2015).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된 측정도구 중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는 Cohen과 

Hoberman(1983)의 ISEL(Interpersonal Social Support Evaluation List)가 있다. 

이 도구는 사회적지지의 다양한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소속감 지지, 물질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가 많

이 활용되고 있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

여 정리하였고, House(1983)가 주장한 상황 중심의 실제적인 지지와 일반적으로 지

각된 지지의 차원을 적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지지와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지지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맥락으로, 대부

분의 학자들이 지지 형태를 요인으로 나타내어 정리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척도의 

구성영역으로는 상황중심 지지 척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 직접적으로 지

각한 지지 척도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문항 수는 7, 15, 2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황중심의 지지란 실제적 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지지

가 스트레스 등 외부 영향의 완충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제시되었다. 

Dean과 Lin(1977)에 따르면 사회적지지는 특정 상황의 범주 안에서만 이러한 완

충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지지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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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지지는 일반적으로 지각된 지지 중 하나이다. 이는 사회적 접촉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자신감, 주위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측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는 실제적인 지지가 자원에 작용하여 

지지를 현상적으로 드러내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인데 반해 자기나 타인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요인이다(Lefcourt, Martin, & 

Saleh, 1984). 따라서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의 요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간접적으로 지각된 지지 차원에 이를 포함시켰다. 박지원

(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게 보고되었고, 다차

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간접적으로 지각된 지지 외의 다른 척도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떠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지의 정보원으로서 중요한 타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부 문항은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실제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가 이미라(2000)의 도구이다. 이 

측정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연구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지지체계론에 근거해 청소년의 적

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부모, 교사, 친구를 들고 있다. 또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이 일관적으로 이들 주체가 제공하는 

사회적지지가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미라(2000)의 도구는 Nolten(1994)의 도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측면에서 정서적지

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의 4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지지를 특정하고자 개발된 도구들은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연구대상

과 자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왔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교사지지, 친구지

지, 부모지지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원 중 일부만을 사용되어 연구하여 왔다(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2011; 김성수, 2013; 신경일, 김서정. 2016). 이 연구에서는 특히 

부모를 지지원으로 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도구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와 같이 직업교육을 받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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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지연(2013)의 도구를 바탕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나. 자기효능감

1)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

심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

져 왔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Bandura(1977)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자기조절체계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며 

자기조절체계에서 개인의 지각과 행동 사이를 조절하는 동기적 요인으로서 자기효능

감 개념을 강조하였다(김아영, 1998).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세 가지 요소, 즉 인간 내

부의 힘, 또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외부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행동이 서로 상호작

용하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어떤 행동이 촉발되기 위해

서는 관련된 개인적 요소인 지식이나 이를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Bandura

(1986)는 이것만으로는 행동을 통한 수행이 일어나게 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보았

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지라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

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자기효능감 기대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기대를 촉발시키고 그 행동에 다른 결과를 기대

한다([그림 Ⅱ-1] 참고).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일에 필요한 기술, 지식 등을 통합하

여 행동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개인-환경-행동 중 개인

적 요인에 해당하는 자기참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를 의미하기도 한다

(Bandura,1977; 김아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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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효능감기대와 결과기대의 차이

자료: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자기효능감은 동기적 과정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기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침착하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andura(1993)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등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정서적 과정이 개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과정

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윤아, 2010). 이는 대

처효능감(coping efficacy)뿐만 아니라 방해적인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크게 4가지 정보원을 통해 지각된다. 정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정보를 이들로부터 얻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따

라서 이들 정보원을 통해서 효능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성취경험은 이전의 수행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다.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성취 경험을 통해 증진되고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저하될 것이다. 대리경험은 타인이 그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효

능감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언어적 설득으로 예를 들면 권위가 있는 사

람의 설득이나 격려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는 생리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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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 생리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이에 

따라 효능감을 판단하게 된다. 특정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불쾌한 생리적 상태를 경험

한다면 자기효능감 수준과 수행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Bandura, 1977; 김아영, 

1998)

2) 일반적인 과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 개념

일반적인 과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은 ‘다양한 영역

에서의 수행을 성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 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

으로 정의된다(Eden, 2001; 송윤아, 2010). 자기효능감에 대해 Bandura(1977)는 

“특정 상황과 맥락을 가정한 개념”이라고 하였으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이 전

혀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Bandura(1977)의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수 자기효능감과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다른 형태로서 인식한 것이다(Cervone, 

1997). 동기적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면 Bandura(1977)가 제안한 특수 자기효능감

에 대한 접근은 특정한 맥락과 특정한 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

동기기제적(proximal motivational mechanism)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

반적인 과업 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은 일종의 성격적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

한 접근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기보다 일반적인 성취상황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시도

들을 통해 지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접근은 원격동기기제(distal motivational 

mechanism)적이라고 할 수 있다(Pintrich & De Groot, 1990; Sherer & Adams, 

1983; 김아영,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 과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일

반적 자기효능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으로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Eden(1988)은 특정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 특수 자기효능감을‘상태

(state)’관점의 자기효능감으로 불렀으며, 일반적인 과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

감’을 ‘특성(trait)’관점에서의 자기효능감으로 보았다. 이 관점에 의하면 상태적

인 관점의 특수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동기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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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적절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기대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행동은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일반적 과업 

영역에서 특성 관점의 자기효능감은 특수 자기효능감과는 달리 과거의 경험에 영향

을 덜 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다(Eden, 1988; Zuroff & Rotter, 

1985).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실패 경험으로부터 특수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 될 수 있다(송윤아, 

2010). 이러한 관점에서 Chen 등(2001)은 자기효능감이 자기를 해로운 외부 영향

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3) 유사개념과의 비교

가) 유능감

유능감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

이다(Deci & Ryan, 1985). 유능감은 특정한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특수 자기효능

감과는 비교적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자기효능감과는 비슷한 개념적 

의미를 갖는다. 두 개념은 비슷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유능감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로 전반적 평가와 관련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과업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평가 관점에서는 유능감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과거의 성공경험, 실패경험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것과는 달리 흥미, 성취동기, 우울 같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영향 또한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심은미, 1989; 최윤선, 김동현, 2016).

김은영(2007)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효능감과 유능

감이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으며 ‘개인적 능력에 대

한 믿음’으로서 유사한 측정도구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에

서는 Tatler와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EMSE)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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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존중감

송윤아(2010)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자기평가적 속성으로서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만 이것이 두 개념이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사회인

지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자신감(self-confidence)

로도 볼 수 있으며 자기존중감과는 구별된다. 자기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보다 전반적

인 평가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주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Cervone & Pervin, 2013). 

그러나 이 두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속성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는 

일반적 과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이 특성에 가까운 변인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반

영된 것으로, Judge 등(1997)은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은 모두 개인 전반적으로 

인식되는 자기평가적인 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의미한다. Chen 등(2004)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동기, 정서적 상태, 과업 수

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자기효능감은 동기적인 신념을 더 강하게 반영하는 

개념이며 자기존중감은 자기 개념과 관련해 정서적 평가를 더 강하게 반영한다는 차

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Eden, 1988, Judge & Bono, 2001; Kanfer & 

Heggestad, 1997). 국내에서는 송윤아(2010)가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하면서 타

당도를 검증한 결과, 자기존중감과 서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로는 다른 잠재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Betz와 Hackett(1981)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처음으로 진로결정 장면

에 적용하였다. 초기에 이들은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자기효능감 접근이라는 연구

에서 다양한 직업선택 가운데 성별과 상관없이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흥미,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Betz와 Hackett(1981)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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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성취행동, 학문적 또는 진로와 관련된 결정, 선택한 진로에서

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Related Self-Efficacy)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직업 및 전공 영역에 한정된 자기효능감 개념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Taylor와 Betz(1983)는 특정 진로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는 달리 일반

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을 

제안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인(CDMS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다. Hackett과 Betz(1986)는 후속연구에서 진로 

관련 자기효능감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일반적 과업 영역의 자기효능감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진로

타협, 지각된 장벽, 진로스트레스 등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자기효능감의 측정

일반적 과업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Sherer 등

(1982)의 연구로, 이들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가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도구는 일반적 과업 영역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개인이 인지하

는 일반적인 기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Sherer, 

1982). 이 도구는 임상심리와 성격심리 연구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조직적 규모의 연

구에서도 활용되어 왔다(Chen et al., 2001).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자기효능감 척

도로는 Chen 등(2001)의 자기효능감 척도(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가 

있다. Chen 등(2001)은 자기효능감을 Eden(2001)이 주장한 개념에 따라 ‘광범위

한 영역에서 수행을 통한 성취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전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라고  정의하였으며 Chen과 Gully(1997)을 참고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측정도구

는 단일요인 구조이며 문항 수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Che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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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우리나라의 경우 차정은(199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

으나 최근 Eden(2001)과 Chen 등(2001)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송윤아

(2010)의 도구가 개발되었다. 차정은(1997)의 척도는 자기효능감의 요인 구조를 자

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총 문항 

수는 24개이다. 이 도구에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조절 측면에서의 자기

효능감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이며 명확한 이론적 토대를 근

거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하나로 제시되었

던 ‘귀인’요인이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파악되

었다(차정은, 1997). 

이 연구에서 사용한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차정은

(199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가 다차원적 개념으로 개발된 것을 지적하며 

단일차원으로 개념화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14개의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삭제하여 총 10개의 문

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각 측정

되었는데, 집단별로 각 각 .867와 .874로 나타났으며 타당도 검사 또한 각 집단별로 

실시되었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때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는 과연 자기효능감이 단일요인으

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다. Eden(2001)은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하면

서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주장한 자기효능감의 측정과 관련된 3가지 차원, 

즉 수준(level), 일반성(generality), 강도(strength)의 차원에 있어서 특수 자기효능

감보다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상황과 과제의 일반적 

차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Eden(1988)에 의하면 ‘특성

(trait)’으로서 자기효능감 기대를 설명하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Chen 등(2001)

은 기존의 다차원적 도구가 연구자들간에 합의된 지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

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herer(1982)의 도구에서는 유사 개념 중 하나인 자기

존중감(self-esteem)과의 변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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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포함하고 있는 노력, 지속성에 대한 문항은 자기효능감의 결과 변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세부문항

w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w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w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w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w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w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w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w 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일을 잘 할 수 있다.

w 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w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송윤아.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표 Ⅱ-4>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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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장벽

1) 취업장벽의 개념

가) 여성의 장벽 인식

‘장벽’개념은 진로발달 과정에 있어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Crites(1969)는 직장적응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장애요인

을 장벽(barriers) 또는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s)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Swanson, Daniels, & Tokar, 1996).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진학장벽, 취업장벽 

등 다양한 장벽 연구들을 포괄하여 ‘지각된 장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Betz와 Fitzgerald(1987)는 여성이 느끼는 이러한 장벽과 같은 문제가 그들의 능

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성취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는 진

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성 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성장하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진로장

벽보다도 더 크게 장벽을 지각하게 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안들을 제외하는 선

택을 할 수 있다(황매향, 2005b). Ginzberg(1966)는 진로발달적 차원에서 여성들

이 심리적 장벽 때문에 혁신적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실제로 여

성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외에도 계층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기대되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직업선택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이성식, 2007).

이러한 이론가들의 공통된 사고는 여성들의 진로발달이 남성에 비해 더 복잡한 과

정을 따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체감의 위협, 책임감 등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각된 장벽 개념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 구

체적으로 진로 관련 행동과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

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인식들이 유사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진

로와 관련해 차츰 진로장벽 또는 취업장벽(career barriers), 진로관련 장벽

(career-related barriers),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s) 등에 대한 연구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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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었다. 이후 Swanson과 Tokar(1991)이 CBI(Careers Barriers Inventory)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진로와 관련된 장애요인을 가리키는 용

어는 점차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Swanson & Tokar, 1991b; 김은영, 

2001). 

나) 장벽의 분류

여성과 관련해 진로발달 측면에서 살펴본 초기 지각된 장벽 연구들, 그리고 

Crites(1969)가 제시한 장벽 개념은 직장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직업적

인 의미에서의 장벽에 가까운 것이다. 즉, 직업적 장벽은 직업을 갖기 전과 직업을 

구하는 동안, 직업생활을 하는 중에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발달 

측면에서의 지각된 장벽이란 직장을 갖기 전, 혹은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인식하는 장

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장벽 연구에서는 지각된 장벽을 어떻게 이론적으

로 분류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Crites(1969)는 이분법적 분류를 제시하

였는데, 직장 적응을 방해하는‘방해조건’으로 외적 좌절과 내적 좌절을 제시하였

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틀에 따라 진로장벽을 외적장벽과 내적장벽으로 구

별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장벽이 개인 외부에 있는 환경적인 

것인지 또는 개인 내부에 있는 심리적인 것이냐에 따라 이를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차별, 여성의 승진 박탈 등은 개인의 

외부에서 온 것으로 환경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낮은 자신감, 

갈등의 감정은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Farmer(1976)는 내적 장벽을 자기개념과 관련 있는 장벽으로 보고 6가지의 내적 

장벽을 제시하였으며 3가지의 환경적 장벽을 제시하였다. 또한 Harmon(1977)은 여

성의 진로발달을 연구하면서 심리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으로 이를 구분해 제시한 바 

있다(Swanson & Tokar, 1991a). 유사한 관점에서 Swanson과 Woicke(l997)는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들”

로 진로장벽을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장벽이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자기개념과 관련

된 개인 내적인 변인이기도 하며, 실제 직장에서의 차별 등 환경적인 변인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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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영, 2001). 

이 외에  Betz(1994)는 지각된 장벽을 개인적·사회화된 장벽과 환경적 장벽으로 

분류하면서 사회·문화적 성(Gende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

할의 구분이 선천적이라기보다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주입되는 경향이 강하

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Mcwhirter 등(1998)은 여성의 진로적응에 대한 장벽을 

외적·환경적 장벽과 개인적·사회화된 장벽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초기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법적인 틀로 장벽을 분류하려고 하였으나 내적 장벽에 대한 관점이 

약간 달랐다. 이들은 내적 장벽이 개인 내부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개인

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관점을 취하였다. 개인적․

사회화된 장벽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로 내적·외적 장벽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분류 방법은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론적이며, 장벽 전체를 너무 단순하게 유목화

하여 포괄하지 못하는 장벽 요인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성식, 2007). 

삼분법적 분류 체계와 다원적 분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으

며, Swanson과 Tokar(1996)는 장벽 인식을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다차원적 개

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삼분법적 분류는 이분법적 분류 방법보다는 복

합적인 구조로 장벽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한 학자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이 시도

되었다. Sobol(1963)은 여성이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가능조

건, 촉진조건, 가속조건으로 분류하였고 Nieva와 Gutek(1981)은 개인적 특성, 상황 

특성, 태도 특성으로, Swanson과 Tokar(199la)는 외적장벽과 내적장벽에 더해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진로장벽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Swanson과 Tokar(1991a)의 

경우에는 4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 방법 등을 활용해‘진로/전공을 

선택하는 것’,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받는 것’,‘졸업 후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경력 측면에서 개인적 발전을 이루는 것’, ‘경력과 가족 사

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 5가지의 일반적인 진로관련 경험에 대해서 제한 없이 예상

되는 장벽을 적어 내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상이 여성이라고 가정할 경우 어떤 장벽

을 인식할 것인지를 적도록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1,098개의 관련 

장벽이 응답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109 개 범주로 세분, 최종적으로는 3개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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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Swanson & Tokar, 1991a).

다원적인 분류 방법은 Swanson과 Tokar(1991a)의 연구방법과 같이, 실제 현장

에서 사람들이 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유목화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장벽은 어떤 유형의 장벽인지를 기준으로 요인화되어 연구되게 되었으며 주로 

Swanson과 Daniels(l995)가 개발한 Career Barriers lnventory Revised(CBI-R)

의 요인 구조와 유사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영, 2001; 손은

령, 2001a; Tien, Wang, & Liu,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이론적, 개념적으로 이분법적이거나 삼분법적인 분

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Swanson과 Daniels(l995)는 CBI-R을 개

발하면서 총 13개의 요인 구조로 이를 구성하였으나 여전히 내적장벽과 환경적 측면

에서 지각되는 외적장벽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Swanson과 Woitke(1997)은 ‘개인 

내부와 환경 속에서 진로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조건’으로 진로장벽을 정

의하였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여전히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에 대한 내용을 개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손은령, 2001a). 이와 같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나

타나는 장벽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내적인 장벽은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 수준에 대

한 인식을 포함하며, 외적인 장벽은 경제적 상황,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인한 장벽,  

또는 관계에 의한 장벽 등을 포함하게 된다(Mcwhirter, Torres, Slagado, & 

Valdez,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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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방법 연구자 분류 비고

이분법적 

분류

Crites(1969) w 내적 갈등
w 외적 좌절 분류 기준을 

자기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함 O’leary(1974) w 내적장벽

w 외적장벽

Farmer(1976) w 내적장벽
w 환경적 장벽

성역할과 관련된 
것을 내적 
장벽으로 분류함

Betz(1994) w 개인적·사회화된 장벽
w 환경적 장벽

이분법적 
분류이나 초기 
학자들과는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차이를 
보임

Mcwhirter, 

Torres, & 

Rasheed(1998)

w 개인적·사회화된 장벽
w 외적·환경적 장벽

삼분법적 

분류

Sobol(1963)
w 가능 조건
w 촉진 조건
w 가속 조건

이분법적 분류의 
비판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제안Nieva & 

Gutek(1981)

w 개인 특성(인구통계학적)요인
w 태도 요인
w 상황 요인

Swanson & 

Tokar(1991a)

w 태도 장벽(내적)
w 개인적·사회적 장벽
w 상호작용적 장벽

연구 대상을 
남성으로 확장함

다원적 

분류

Slaney(1980)

w 차별
w 경제적 문제
w 기회 관련 문제
w 대인적 문제
w 직무관련 문제

w 학교와 관련된 
일반적 문제(성적)

w 학교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진로)

실제 현장에서 

지각되는 장벽을 

조사하여 

유목화함

Bowman(1988)
w 인종차별
w 자신의 죽음
w 경제적 문제

w 예상치 못한 사건
w 낮은 성적

Russell & 

Rush(1987)

w 부적적한 
관리특성

w 가정/사회적 
관심사

w 제도상의 장벽

w 제한된 교육이나 
경험

w 여성주의적 
관심사항

w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저항

Swanson & 

Daniels(1995)

w 자신감 부족
w 비전통적 

진로선택에 대한 
지지부족

w 의사결정의 
어려움

w 진로 불만족
w 부적절한 준비
w 중요한 타인들의 

불인정

w 성적 차별
w 인종 차별
w 노동시장의 제약
w 다중역할 갈등
w 자녀와 직업요구
w 간 갈등
w 무능력과 건강 

문제
w 네트워크 형성과
w 사회화의 어려움

Luzzo(1996)
w 가족관련 장벽
w 학업 기술 장벽
w 인종 차별 장벽

w 성 차별 장벽
w 재정적 장벽
w 연령차별 장벽

자료: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수정·보완

<표 Ⅱ-5> 해외 선행연구의 장벽 분류



- 42 -

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장벽 개념

지각된 장벽에 대한 사회인지이론 측면에서의 접근은 Lent 등(1994)이 진로선택

행동 모형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되었다. Lent 등(1994)은 이전의 인지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장벽 인식이나 대처전략과 같은 맥락 요인들을 실제로 어

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흥미나 목표, 선택행동 등 사회인지적 변인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장벽 연

구에 적합한 배경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평가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지각된 장벽이 

자기반성과 직장 또는 학업 상황에서의 자기인식에 의해서 개념화된다고 볼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직업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지적 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맥락적 

요인은 특히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관계를 흥미, 선택 흥미, 선택행동에 대한 

목표와 관련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김은영, 2001; Swanson, Daniels, & Tokar, 

1996). 지각된 장벽에 대한 연구들 중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Swanson과 

Tokar(1991a)의 연구에서도 태도 장벽과 같은 개념이 결과 기대, 자기 효능감과 관

련이 있다는 점에서 Brown과 Lent(2004)가 가정한 진로선택행동 모형의 매커니즘

과 상당히 유사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nt를 중심으로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면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의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정의된 장벽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기존의 지각된 장

벽 연구에서는 장벽의 정의를 진로 발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

졌으나,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지각된 장벽이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감 등 내적

인 사회인지 변인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주로 ‘외적’인 장벽을 의미한다. ‘외적’

인 장벽이란 개인 내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대해 개인이 지각

하는 장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Lent 등(2002)은 질적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어떤 선택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장벽을 느끼고 이에 대처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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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2개의 각기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진로 결정에 직업적 흥미, 직접적인 일관련 경험, 간접적 일관련 경험, 직업 조건, 스

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 여가 경험의 6가지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

고하였다. 이들이 느낀 장벽의 종류로는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대학에 적

응하거나 우울증, 시간관리 등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 능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

급되었다. 또한 사회와 가족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영향 등 외적인 조건으로 인

한 장벽들 또한 제시되었다. 

이처럼 지각된 장벽 개념이 확장되면서 개념적으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특정 이론에 기초해서 연구되

지 않았던 지각된 장벽이라는 개념을 이론적 근거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공윤정, 2005; 이성식, 2007; Swanson et al., 1996). 

Swanson 등(1996)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시된 지각된 장벽 요인이 결과기대

(outcome expectation)와 개념적으로 중복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

면 지각된 장벽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결과 기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ent 

등(2006)은 선행연구에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후속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두 개념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결과와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과기대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한 후 예

상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그러나 부모지지나 장벽과 같은 맥락적 요인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을 의미하므로 진로목표를 추구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대한 기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Lent, Brown, & 

Hacket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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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행동 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라) 진로장벽과 취업장벽의 구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진로장벽과 취업장벽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를 명확히 구

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은 진로장벽과 취업장벽을 분명하게 구

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성식(2007)은 진로장벽을 진로와 관린된 여러 경험

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 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

나 역할행동을 방해하는 여러 부정적 요인이나 상황들로 보았다. 진로와 관련된 경험

에는 취업, 진학, 승진,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등이 있으며 따라서 진로장벽의 개념

은 진학 및 취업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취업장벽이란 진로장벽의 관점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진로장벽

의 한 측면으로 여겨지며, 직업을 가지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

종의 보이지 않는 벽을 의미한다(윤창호, 2005). 해외에서는 취업장벽을 별도의 도

구로 개발하여 측정하기보다 진로장벽 도구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

고 종단적 연구나 구조적 측면에서 취업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유형화하여 연구

한 경우가 많았으며, 국내에서는 여성이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대상이 느끼는 취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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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안수영, 2008; 이지혜, 정철영, 2016). 

해외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진로와 관련된 측면에서 장벽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고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진학에 대한 고려나 추가적인 

학업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Mcwhirter(1997)의 연구를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 살펴본 기존 측정도구들에서는 진학과 관련된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

았으며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대학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cwhirter(1997)의 POB(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는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대상을 설정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장벽과 취업에 대한 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척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는 대학으로의 진학에 대한 측면을 반영한 것

이라기보다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과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겪을 것

으로 예상하는 장벽에 대한 측정에 가까우나, 교육에 대한 측면을 별도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Mcwhirter, 1997; 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진로장벽’이라는 표현을 취업과 노동

시장 이행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대상을 대학

생 외의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진로장벽’이라는 용

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 현장에서 특

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진학이나 추가적인 학업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진로장벽’, 보다 협소하게 취업과 관련해서만 장

벽의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는 ‘취업장벽’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지혜와 정철영(2010)의 취업장벽 측정도구 역시 조작적으로 이

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맥락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서 진로장벽은 진학 및 취업을 포함한 개인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에서 발생하는 부

정적 인식을 뜻하는 것이며, 취업장벽은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인식, 노동시장의 차별 등을 통해 인식되는 것으로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정 후 취업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직업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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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나 상황을 의미한

다(김병숙, 2009; 이지혜, 정철영, 2010).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로장벽’ 

또는 ‘장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그 범위가 특별히 취업과 관련된 개념일 경우 

‘취업장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취업장벽의 측정

지각된 장벽의 측정은 질적 방법과 측정도구를 통한 양적 측정방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질적 방법은 개방형 질문 혹은 설문지를 통해 지각된 장벽에 해당하는 답변을 

모아 정리하고, 이를 유목화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도구를 사용한 측정 방법

은 우선 기존의 다른 진로 관련 검사도구에 통합되어 있는 척도를 부분적으로 활용

하여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Lee, 1994; Lucas & Epperson, 1990).  

Lucas와 Epperson(1990)은 지각된 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MVS(My Vocational Situation) 검사도구에 포함된 장벽 척도를 활용하였다

(Holland, Daiger, & Power, 1980). 이 척도는 개인적 방해물, 정보획득에 대한 장

벽, 직업적 목표 달성에 대한 지각된 외적장벽 등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된 도구가 본래 지각된 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

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홯매향 외, 2005b).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장벽, 특히 취업에 관련된 장벽 요인들을 종

합하여 요인화하고,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지각된 장벽의 측정 도구를 개발에는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가 수렴되지 못

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은영(2001)은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된 장벽 요

인이 유용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장벽의 영역이 여전히 학자들간에 합의되

지 않으며 개인이 지각하는 장벽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로장벽 측정도구로는 

Swanson과 Tokar(1991b)가 개발한 CBI(Career Barriers Inventory)를 들 수 있

다. 이 도구는 비판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국내의 여러 도구 개발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측정도구들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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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BI(Career Barriers Inventory)는 이전의 도구들이 표준화된 합의점을 제시

하지 못했으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비교적 구조화된 검사도구로 평가받는다(이지혜, 정철

영, 2010). CBI는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

존의 문헌을 검토하여 112개의 가이드 문항을 결정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학

생 총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 = 

전혀 장애(hinder)가 되지 않을 것이다, 7 = 매우 장애가 될 것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이 문항들은 총 18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Swanson과 Tokar(1991b)는 

CBI가 양호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묶이지 않는 요인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너무 많은 문항 수와 중복되는 

문항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요인 중 현재 상황의 반영(reflecting 

current) 요인과 미래 상황의 반영(reflecting future) 요인에서 중복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후 문항 수를 축소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CBI-S(Career Barriers Inventory – Short Form)을 개발하였으며 12개의 문항과 

이전에 삭제되었던 4개의 문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21개의 문항을 삭제한 형태의 

CBI-R(Carccr Barriers Inventory – Revised)을 새로이 개발하기도 하였다

(Swanson & Daniels. 1995). CBI-R은 총 70개 문항, 1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Swanson & Tokar, 1991b; Swanso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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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세부문항

자신감 부족

w 직업에 관한 능력에 자신감이 없다. 
w 일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w 성숙부족이 나의 진로를 방해한다.
w 자존감이 낮다.

비전통적 

진로선택에 

대한 

지지부족

w 비전통적인 분야들 추구하는 것은 지지받지 못한다(여성이 공학, 남성이 간호학) 
w 다든 사람들은 특정 진로가 여성/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w 성 때문에 니에게 있이서 특정 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믿는다.
w 비전통적 직무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남성/여성답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렵다.
w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전통적인 분야에 취업할 기회가 부족하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w 진로 목표가 불확실하다.
w 진로계획들에 대한 결심이 자주 바뀐다.
w 직업관련 가치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w 어떤 직업/진로를 원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w 어떻게 진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
w 어떤 진로 대안들이 있는지 불확실하다.
w 직업/진로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
w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진로 불만족

w 직업/진로에 따분함을 느낀다.
w 나의 직업/진로 때문에 재배치되고 싶지 않다
w 나의 진로 진전에 실망한다.
w 직업/진로에 흥미를 잃는다.
w 직업/진로가 불만족스럽다.

부적절한 

준비

w 직업에서 요구하는 성격 특성이 부족하다.
w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이 부족하다.
w 내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적 배경이 부족하다.
w 내가 원하는 직업에 요구되는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중요한 

타인들의 

불인정

w 배우자/파트너가 내 직업/진로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w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w 배우자/가족이 내 직업/진로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
w 친구들이 나의 직업/진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적 차별

w 자녀를 갖고 있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w 나와 다른 성의 직장 동료만큼 보수를 받지 못한다.
w 취업 시 성 차별을 경험한다.
w 결혼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w 내 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상사나 감독자가 있다.
w 나와 같은 성의 사람들보다 다른 성의 사람들이 더 자주 승진한다.
w 직업에서 성추행을 경험한다.

인종 차별

w 취업 시 인종차별을 경험한다.
w 인종/민족에 대해 편견이 있는 상사나 감독자가 있다.
w 직무에서 인종적 추행을 경험한다.
w 승진이 인종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w 다른 인종/민족의 동료만큼 보수를 받지 못한다.
w 다른 인종/민족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인종/민족의 사람들보다 더 자주 승진한다.

노동시장의 

제약

w 꽉 짜인 직업 시장으로 인해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w 경제적 변화로 인해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w 내 직업 분야에서 향후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
w 내 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사항을 갖추지 못하였다.

<표 Ⅱ-6> CBI-R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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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R의 개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CBI-R을 기반으로 각국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진로장벽 도구를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은영(2001), 손은령(2001a), 황매

향, 이은설 등(2005)의 도구가 대표적이다. 김은영(2001)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

로 진로탐색장애검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손은령(2001a)의 연구는 대학생 중에서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황매향, 이은설 등(2005)과 황매향, 이아라 등

(2005)이 있다. 이 연구들은 각기 여성과 남성의 문항을 다르게 하여 도구를 개발하

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윤광현(2012)과 이지혜(2010)는 기존의 도구들을 종합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장벽 도구를 개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예상되는 어려움, 직업을 선택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CBI 등 진로발달 측

면에서 개발된 도구들의 경우 상당수의 문항들이 직장생활 중에 경험할 것으로 ‘예

상되는’장벽 인식에 대해 전제하고 있어 취업장벽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다중역할 

갈등

w 배우자/파트너의 직업으로 인해 재 배치될 필요가 있다.
w 직업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w 모든 것을 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가족으로부터 잘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w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w 결혼/가사 계획과 진로 계획 간에 갈등이 있다.
w 나의 직업 스케줄은 가사 책임들을 방해하며 융통성이 없다.
w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생황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 

직업요구

간 갈등

w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때 직장을 쉴 필요가 있다.
w 나의 진로목표보다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는 배우자의 희망을 수용한다.
w 자녀를 위해 좋은 양육 서비스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w 어린 자녀를 두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w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쉰 후 직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어렵다.
w 자녀를 가진 이후에 내 직업에서 획득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w 진로계혹상 안 좋은 시기에 자녀를 가진다.

무능력과 

건강 문제

w 진로선택을 제한하는 장애가 있다.
w 직업/진로를 방해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w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 취업 상에 차별을 경험한다.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화의 

어려움

w 고용주에게 “자신을 파는 방법”을 모른다.
w 직장에서의 역할 모델이나 지도자가 없다.
w 나의 진로는 승진의 기회가 없다.
w 진로에 있어서 어떻게 진전해갈지 불확실하다
w 내 진로에 있어서 앞선 선배들을 알지 못한다.

자료: 손은령. (2001a).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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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취업을 한 이후의 진로발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때는 취업장벽보다

는 진로장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은영(2001)은 한국형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Swanson과 Tokar(1991b)가 

개발한 CBI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하면서 그 목적을‘진로상담 현장에서, 진로 발달

적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러한 장애에 반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

혔다. 김은영(2001)은 도구 개발에 앞서 진로장벽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고 구성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발된 도구는 총 9가지 요인

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직업정보 부족’요인은 CBI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김은영(2001)의 도구에는 요인의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이는 Gati 등

(1996)이 제시한 결정 문제요인 중 정보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로전정 과정에 

있어서의 지식 부족이나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의미하

는 것이다.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한 손은령(2001a)은 CBI가 우리나라의 맥락

과 상황, 정서에 맞지 않아 도구를 그대로 적용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 요소 역시 관련 문헌 연구와 기존의 도구를 참고하여 도출되

었으며 남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

합적으로 문항을 도출하였다. 손은령(2001a)이 주장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부분은 

주로 ‘차별’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문화권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도구 개발 연구는 대표

적으로 황매향, 이아라 등(2005)의 연구가 있다. 황매향, 이은설 등(2005)과 황매

향, 이아라 등(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초등학

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에 따

른 차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함께 이를 통합하여 일반화하기에 어렵

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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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와 하위요인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나타난 연구들 또한 있었다. 이들 연구 

역시 여러 대상을 통해 장벽 인식에 대한 문항을 수집하고 유목화하여 요인을 구성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Luzzo(1996)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취업장벽을 

Luzzo(1993)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질문이 제시되었

는데, 칫 번째 질문은 “진로발달 측면에서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장벽은 무엇인

가?” 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진로포부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극복해야 하

구분
요인 

수
하위요인 특징

Swanson 

& 

Daniels

(1995)

13

요인

w 자신감 부족
w 비전통적 진로선택에 대한 

지지부족
w 의사결정의 어려움
w 진로 불만족
w 부적절한 준비
w 중요한 타인들의 불인정
w 성적 차별

w 인종 차별
w 노동시장의 제약
w 다중역할 갈등
w 자녀와 직업요구
w 간 갈등
w 무능력과 건강 문제
w 네트워크 형성과
w 사회화의 어려움

방법론적 

접근이 

Swanson & 

Daniels

(1995)와 

유사하며 

하위요인이 

상당 수 중복됨

김은영

(2001)
9요인

w 대인관계 어려움
w 자기 명확성 부족
w 경제적 어려움
w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w 직업정보 부족

w 나이 문제
w 신체적 열등감
w 흥미 부족
w 미래 불안

손은령

(2001a)
7요인

w 차별
w 직장생활에 필요한 심리특성

의 부족
w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w 미결정 및 준비 부족

w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w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w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황매향, 

이은설 등

(2005)

7요인

w 자기이해의 부족
w 자신감 부족
w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w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w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w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w 경제적 어려움

윤광현

(2012)

w 낮은 취업결정자기효능감
w 취업준비의 부족
w 부모님의 반대
w 경제적 어려움
w 차별의 인식
w 취업정보의 부족
w 외부환경의 동태성(불확실성)

w 사회적 스티그마
w 가족의 지원
w 학교(교사의 지원)
w 사회의 지원
w 진로미결정수준

이지혜

(2010)

w 차별
w 개인 심리적 문제
w 개인 신체적 문제
w 자기이해 부족
w 취업정보 부족

w 취업 교육 부족
w 미래의 불확실성
w 갈등
w 경제 사정
w 기타

<표 Ⅱ-7> 진로장벽 측정 도구(CBI 기반)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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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벽은 무엇인가?”였다. 두 개의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응답자가 기술한 장벽의 

수를 계산하여 6가지 유형으로 지각된 장벽을 분류하였다. Mcwhirter(1997)의 측

정도구는 주로 국내에서는 진학장벽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 취업장벽

과 진학장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교육에 대한 척도와 취업에 대한 척

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교육에 대한 장벽 척도(PEB: Perceptions 

of Educational Barriers)를 별도로 진학정벽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Ma & Yeh, 

2010; Ojeda & Flores, 2008; Wettersten et al., 2005).

하위요인 세부문항

POB

취업장벽

성 차별

나의 미래 직업에서는 아마 ~
w 성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을 것이다.
w 나의 성 때문에 부정적인 코멘트(모욕, 무례한 농담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w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보다 고용이 더 힘들 것이다.
w 성 때문에 차별을 당할 것이다.

인종에 

의한 차별

나의 미래 직업에서는 아마 ~
w 나의 인종적 배경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을 것이다.
w 나의 인종 때문에 부정적인 코멘트(모욕, 무례한 농담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w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용이 더 힘들 것이다.
w 인종적 배경 때문에 차별을 당할 것이다.

PEB

교육장벽

(진학장벽)

대학에 

진학할 때 

예상되는 

장벽

만약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한다면 ~ 때문일 것이다.
w 돈 문제
w 가족 문제
w 지적 능력 부족
w 대학에 대한 가족의 태도
w 대학 진학에 적합하지 않음
w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임
w 흥미의 부족
w 대학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w 이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

대학을 

다닐 때 

예상되는 

장벽

만일 내가 대학을 다닌다면, 대학을 다니는 중에 아래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w 돈 문제
w 가족 문제
w 부정적인 가족의 태도
w 지적 능력 부족
w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함

전반적인 

장벽 

인식 수준

w 전반적으로 내가는 진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벽들이 있다.

w 나의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표 Ⅱ-8> Mcwhirter(1997)의 취업장벽 관련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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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Tien 등(2009)의 도구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Tak & Lee(2003)의 도구 

역시 Luzzo(1996)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응답을 수집하여 하위 요인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분
요인 

수
하위요인 특징

Luzzo

(1996)
6요인

w 가족 관련 장벽
w 학업·기술과 관련된 장벽
w 인종 차별로 인한 장벽

w 성 차별
w 재정적 장벽
w 연령차별로 인한 장벽

-

Mcwhirter

(1997)
5요인

w 성 차별
w 인종에 의한 차별
w 대학을 진학할 때 예상되는 

장벽

w 대학을 다닐 때 예상되는 장
벽

w 전반적인 장벽 인식 수준

교육장벽지각

(PEB) 도구가 

포함된 형태

Corbiere 

등

(2004)

8요인

w 차별
w 건강 및 치료 문제
w 개인특성의 부족(동기, 자신

감 등)
w 취업준비 부족

w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w 갈등(부모, 사회적지지부족, 

고용주와의 갈등)
w 재정
w 기타(기타 환경적 어려움)

-

Tien 등

(2009)

12

요인

w 자기지식의 부족
w 성차별
w 가족에 대한 책임
w 부적절한 훈련
w 지지의 부족
w 여성에 대한 태도

w 다중 역할 갈등
w 비전통적 분야에 대한지지 

부족
w 진로에 대한 불만족
w 부적절한 경험
w 연령과 신체적 장애
w 결혼과 자녀로 인한 장애

중국에서

개발됨

Tak & 

Lee(2003)
5요인

w 작업정보부족
w 자기이해 부족
w 우유부단함

w 필요성 인식 부족
w 외적 장벽

-

박성미

(2004)
4요인 w 정보결여

w 진로관련
w 동기결여
w 심적부담

Gati(1996)의 

CDMDQ 기반

윤창호

(2005)
6요인

w 불안감
w 지나친 자기기대감
w 자신감 부족

w 성, 연령
w 위업처 부족
w 훈련과 취업처의 연계 부족

-

강월영

(2006),
9요인

w 건강상태
w 전직 직종
w 자녀동거
w 실업급여
w 연금

w 경제수준
w 연령차별
w 제한된 직종
w 사회인식

-

<표 Ⅱ-9> 진로장벽 측정 도구(CBI 기반 외)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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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2010)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취업장벽의 

하위요인들을 종합하고 이에 따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장벽을 측정하기에는 기존의 도구들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

되었다. 예를 들어 윤창호(2005)의 측정도구는 역채점 문항이 혼재하고 있어 피검자

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Luzzo(1996) 외에 다원적 분류 관점으로 개발된 도구

의 대부분이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응답으로 취업장벽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국내

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김은영(2001)과 손은령(2001a)의 연구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하위요인을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 특성화고라는 대상에 맞는 취

업장벽의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도구에서는 남, 여를 구분하여 실증적 연구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여전히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이지혜(2010)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 차별, 연령 차별, 인종 

차벌, 사회 인식에 따른 차별 등  ‘차별’에 대한 요인, 성격이나 개인의 능력에 관

한 요인인 ‘개인 심리적 문제’ 요인, ‘개인 신체적 문제’, ‘자기이해 부족’, 

‘취업정보 부족’, ‘취업준비 부족’ , ‘미래의 불확실성’, ‘갈등’, ‘경제 사

정’, ‘기타’ 10가지 요인으로 취업장벽을 분류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김은영

(2001)의 KCBI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을 별도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방형 질문을 통한 구성요소

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선행연구

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도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진로장애 요인

임이 확인되었다(Luzzo & Hutcheson, 1996: Swanson et al., 1996). 

국내 취업장벽 측정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초기의 개발 방법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자 주로 도구의 체계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또한 이론과 실제 현상을 명확하게 대응시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인지진로이

론과 같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장벽은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연령, 상황이 다른 여러 모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검증을 거친 포괄적인 

도구나 대상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의 측정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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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이지혜(2010)의 도구 역시 기존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연구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이론적으로 이분법적(내

적·외적, 개인적·사회적) 요인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인식하면서, 개념적인 단순성

(simplicity)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떤 장벽들은 명백히 개인적 요인에 의

한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Swanson, 1996). 이 연구에서는 

이지혜(2010)의 도구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면서 이러한 시

사점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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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결정 대처전략

1)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개념 

가) 스트레스-대처 이론

진로결정 대처전략(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에 대해서 살

펴보기 이전에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스트레스의 정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란 개인의 인식, 특히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에 좌우되며 “주변으

로부터 부과되는 문제들이 개인이 가진 자원을 능가하여 자신의 안녕이 위협당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Cervone & Pervin, 2013). 여

기서 자원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크게 개인의 내적 자원과 의사

소통 등 외부의 사회적 자원을 포함하는 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최정아, 2011).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이론을 처음 주장한 Lazarus와 Folkman(1984)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모든 개인이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소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대처(coping)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

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manage)하기 위한 행위적이고 

인지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 대처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묻기, 

회피적 행동, 정보 탐색 등의 방식을 포괄한다. 대처전략(coping strategy)이라는 표

현은 일반적으로 대처방식(ways of coping)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들 용어는 일반

적으로 대처를 묘사하는 비교적 큰 틀을 의미한다(예: 지지탐색). 일부 연구에서는 

대처전략과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분하여 대처 사례(instance) 또는 대처 

전술(tactics)로 구체화해 표현하기도 하였다(Armstrong III, Kammrath, 2015). .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박선희, 박현주, 2009).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처했

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나타내거나 같은 대처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처이론의 핵심적 내용이다(Lazarus & Folkman, 1991; Frydenberg &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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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해소기제로서 기능하며 

개인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응과 적응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처

는 행동적인 관점에서 숙달(mastery), 방어(defence) 및 적응(adaptation)과 같은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White, 1974; Lipshits-Braziler, Gati, 

Tatar, 2016).

나) 진로의사결정 이론 측면에서의 대처전략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그 자체로 스트

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처의 중요성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으며 특히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Jannis와 Mann(1977)

은 스트레스가 너무 낮은 상황이나 너무 높은 상황 모두 의사결정에 바람직한 상황

이 아니며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상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대처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Janis & Mann, 1977; Fitzgerald & 

Crites, 1980; 고향자, 1992). 주의깊은(vigilence) 의사결정은 적절한 수준의 스트

레스를 경험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연구의 연구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진로결정 상황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측면을 가

지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판단을 내릴 때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Lent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이

러한 상호작용 가운데 개인애 장벽과 같은 맥락적 변인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에 어

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였다. Lent et al. (2002)은 이전의 인지 연구들에서는 진

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장벽 인식이나 대처전략과 같은 맥락 요인들을 실제로 어떻

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

법론을 통해 대학생들이 어떤 선택 과정을 거쳤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장벽을 느

끼고 이에 대처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서 대처는 이러한 장벽에 대

한 대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관점에서는 장벽에 대한 인식을 스트레스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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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대처효능감(coping 

efficacy) 측정과 같은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러나 이는 대처전략의 유형에 따른 적응적 기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성별이나 배

경변인에 의한 장벽 인식 또는 대처전략 수준 차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었다(Lent et al., 2002). 

이후 Lent와 Brown(2013)은 진로자기관리모형을 제안하였고, 선행연구에서의 대

처‘수준’과 같은 맥락에서 대처 기술(coping skill)을 설명하였다. 진로자기관리모

형에서는 대처 기술을 진로적응성 이론에서 제안된 적응적 행동(adaptive behavior)

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는데, 자기효능감과 목표(goals), 행동(Actions)과 연결되는 개

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처전략 또는 대처에 대한 기술이

나 능력이 분명히 진로결정에 있어서 적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스트레스원으로서 장벽 등 맥락적 요인을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과제에 대한 대처 개념으로 이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각기 다른 대처전략의 기

능에 대해서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하였다(Savickas, 2005; Lent & Brown, 2013).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진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 

중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었으며 김연중과 손은

령(2011)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예로 들어 2002년-2011년 사이에 청소년

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어 취업이나 진로

에 대한 장벽이 해외의 연구와 동일하게 국내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원으로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 

학업적응,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이나 상

황에의 적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즉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경, 2003, 이은희, 2004; 이숙정, 유지현, 2008; 이현

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이처럼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 대처전략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를 규명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연구인 O’Hare와 

Tamburri(1986)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관련 대처전략의 4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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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대처 유형, 진로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대처전략이 

진로미결정의 주요 예측 변수라고 보고하였으며 대처유형 중 효능감 대처를 사용하

지 않는 유형(2요인 부족 유형)이 불안과 낮은 효능감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대처전략의 관계를 살펴본 Phillips & 

Strohmer(1983)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로결정 탐색을 넘어 행동에서

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는 전략을 사용하

지 않으면 진로결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관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였다(이상희, 2006; 박선희, 박현주, 2009; 김

이지, 정신영, 김지애, 김지윤, 이동귀, 2011;  황지영, 고미나, 2015).

다)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정의

진로결정 대처전략(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은 앞서 서술

한 것처럼 진로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인식하는 취업장벽과 같은 변인들이 복잡하

고 혼란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

였다. 진로결정 과정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상당히 다르며 특수하다. 따라서

진로결정 대처전략은 진로결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

이 대처하는 행동으로서의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이 제안된 배경에

는 진로결정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을 통하여 개인이 진로미결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개인은 진로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진로미

결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어 표현에는 ‘진로미결정(indecision)’이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한국어로 이를 번안하는 과정에서는 ‘진

로미결정’이라는 표현이 진로에 대한 선택을 유예하고 있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진로결정’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즉, 진로결정 대처전략은 진로결정 상황에 놓인 집단에서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로결정 상황에 있

는 모든 개인에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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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달 이론 관점에서 보면 고등학교 시기와 대학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탐색기

(exploration)는 미래 직업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선택의 구체화를 경험하는 시기이

다. 이 시기에는 환경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super, 

1992; 이동혁, 2010). 이 기간에는 진로가 안정적이지 않고, 선택을 통한 진로계획

이 도중에 변경될 수도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Ginzberg(1951)는 17세 이후를 현실기로 정의하면서 이전의 탐색과 가장 큰 차이

점을 행동을 통한 실제 실행 여부로 보았다. 이 때 개인은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과 

자신의 욕구와 능력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실제 능력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Ginzberg, Ginsburg, Axelrad, & Herma, 1951; Gati & Tal, 

2008; 이윤옥, 2004).

개인이 이처럼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대처전략이다. 일부 대처전략은 회피적

인 행동과 같은 전략보다 적응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분명히 

제시되는 부정적 상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Larson과 Majors(1998)는 진로

결정 상황에서 회피 전략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감정과 더불어

‘마비’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Larson & Majors, 1998; 

O’Hare & Tamburri, 1986). 이러한 맥락에서, Lipshits-Braziler 외(2016)는 진

로결정이라는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 맞는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결정 대

처전략(SCCI: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도구를 개발하였다.

진로결정 대처전략 도구(SCCI)는 Frydenberg와 Lewis(1993)가 제안한 대처전

략 이론에서 제안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3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최근까지 대처전

략의 분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해결 중심(problem-solving 

focused)과 정서중심(emotional focused) 분류, 접근과 회피 분류, 인지적 전략과 

행동적 전략 등 이원론적 분류 체계였으나, Frydenberg와 Lewis(1993)는 3가지 

분류, 즉 생산적(productive) 대처전략, 비생산적(non-productive) 대처전략, 참조

적(extra-referential) 대처전략으로 대저 전략을 분류하였다. 이들은 청소년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실제 이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분석·분류하고자 하였으며, 

문제 상황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8개의 전략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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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은 생산적 대처전략으로, 기능적 역할

을 하지 못하는 유형은 비생산적 대처전략으로 분류되었다(Frydenberg, & Lewis, 

1993; Frydenberg, 2014).  Lipshits-Braziler 외(2016)는 이와 유사하게 3가지 

분류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하위요인을 구성할 때 Skinner 등(2003)이 제안한 행동 

유형(action type)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측정

대처전략(Coping strategy)은 처음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도구들의 유사성과 

타당도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Frydenberg, 2014). 실제로 대처 개념이 제시된 

이후 100여 가지의 대처관련 개념과 이를 분류하기 위한 체계가 제안되었으나 명확

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특히 진로결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거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Lipshits-Braziler, Gati, Tatar, 2016). 진로결정과 관련해 대처

전략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O’Hare & Beutell(1987)이 있다. 이들은 

Van Sell et al. (1980)이 개발한 대처 척도(Coping Scale)를 활용하여 진로결정이

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된 대처전략 도구를 개발, 사용하였다. 대처 척도는 효능감

(efficacy), 회피(avoidant), 반응적(reactive), 지지(support)의 4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O’Hare & Beutell, 1987; 

O’Hare & Tamburri, 1986). 진로결정과 관련된 대처전략 측정을 위해 새로운 도

구를 개발한 것으로는 진로미결정 관련 대처(CCI: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Larson 등(1988)의 진로미결정 유형 연구를 근거로 하여 

개발되었다. 이들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하위 요인을 8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

역에 대한 대처전략을 총 42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Larson, Heppner, Ham, & 

Duncan, 1988; Larson Toulouse, Ngumba, Fitzpatrick, & Heppner, 1994; 

Larson & Majors, 1998).

국내에서는 주로 Amirk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도구(CSI: 

Coping Strategy Indicator)를 활용하였다(박선희, 박선주, 2009). 신혜진과 김창대

(2002)는 CSI를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CSI는 가상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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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취했던 대처전략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발

되었으며 문제해결 중심(problem solving), 회피중심(avoidance), 사회적 지지 탐색

(social support-seeking)의 3가지 척도를 포함하여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대처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틀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었으

며 기존의 도구를 수정하여 진로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처를 측정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CCI의 경우에는 진로결정 문제에 대한 대처 개념을 제시하며 새로이 

개발되었으나 연구의 목적이 실제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유형

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진로미결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요인을 구성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진로결정 대처전략(SCCI: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도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Skinner 등(2003)이 주장한 스트레스 대

처구조(structure of coping) 분류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도출

된 대처전략을 요인화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전체 체계를 먼저 확립한 후 진로결

정 상황에 맞게 각각의 군(familiy)들을 재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kinner et al, 

2003; Lipshits-Braziler, Gati, Tatar, 2016). Skinner 등(2003)은 기존의 스트레

스 대처방식(ways of coping) 또는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이들

을 하나로 묵을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행연구들을 정

리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적 체계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Skinner 외(2003)에 따

르면 대처는 비교적 일시적이고 반응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coping instances)을 

가장 하위 구조로 하며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ways of coping)으로 유형화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상위 구조인 군(Family of coping)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체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범주를 확장하여 선

행연구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하위 

구조에서부터 상위 구조인 군(family)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정립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Skinner, Edge, Altman, & Sherwood, 2003; Frydenberg, 2018). 이 연

구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대처전략 체계(system)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2가지

의 대처전략 군을 제시하였으며 이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진로결정 대처전략 하위 

요인을 결정하였다. 이 요인들은 행동 유형(Action)을 기준으로 하여 범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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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유형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는 기존의 요인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여러 연구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보다 적응적 측면을 반영하여 이를 분류하기 

위함이었다. 진로결정 대처전략 측정 도구(SCCI)에서는 이 요인들 중 정보 탐색

(Information-seeking)과 지원 탐색(Support-seeking)이 다차원적 요인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각각 도구적(instrumental)인 것과 정서적(emotional)인 요인으로 나

누어 총 14가지의 대처전략 요인을 구성하였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Connor-Smith, Compas, Wadsworth, Thomsen, & Saltzman, 2000; 

Schwarzer & Schwarzer, 1996). 

진로결정 대처전략(SCCI)도구는 3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Skinner et al. (2003)과 Frydenberg와 Lewis(1993)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되었

다. 첫 번째 척도는 생산적 대처(productive coping)로 여기에는 진로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6가지 전략이 포함된다. 도구적 정보 탐색

(Instrumental information- seeking)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정보 탐색(Emotional information- 

seeking)은 진로결정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을 수행하

는 것과 진로결정을 위해 정서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은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는 것으로, 개

인이 얼마나 진로결정을 위한 계획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유연성

(Flexibility)은 개인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나타

내며 자신의 선호가 아닌 특정 측면이나 요소의 타협을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수용(Accomodation)은 진로 결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제(self-Regulation)는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감정

이나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델의 두 번째 척도인 지원 탐색(Support-seeking) 전략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

한 미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3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

다. 도구적 지원 탐색(Instrumental support-seeking)은 다른 사람들의 지도, 지원, 

조언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 탐색(Emotional Help-seeking)은 불

안이나 스트레스, 걱정, 좌절 등 진로결정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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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이나 이해를 탐색하는 것이다. 위임(Delegation)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으로 책임감을 전가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대처전략 모델의 세 번째 척도는 비생산적 대처(non-productive)이다. 이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대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유형의 전략들을 포함한다. 도피(Escape)는 

의도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인지적, 행동적인 회피를 하거나, 부정적 또는 희망적 사

고를 통해 결정 과정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무력감(Helplessness)

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고립

(Isolation)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

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느낌과 걱정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 굴복(Submission)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반추, 걱정, 경직된 사고 등을 통

해 나타난다. 대립(Opposition)은 자신의 진로결정 문제나 그 문제의 원인을 투사하

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서 관계없는 타인에게 화를 낸다거나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대처

전략들은 개인의 특성 중 하나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측정에 있어서는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여러 대처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고려되

어야 한다(Lazarus & Folkman, 1984). 진로결정 대처전략(SCCI) 도구에서도 비교

적 최근의 자기 경향성을 보고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최동선(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근 6개월 

간의 대처전략 경향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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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진로결정 대처전략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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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가. 변인 간의 직접효과

1)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진로선택몰입을 경험하는 개인은 몰입 이전 단계에서 잠정적인 몰입 단계로 넘어

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직업적 대안들을 제한하고 구체화하게 된다. 

Blustein 등(1989)은 이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진로 선호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보았다. 김태환(2019)는 진로몰입에서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과 애

착이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진로선택몰입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지원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촉진할 것이

라고 하였다(Blustein, 1991).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의 지지가 높은 개인은 진로결정 몰입을 경험함에 있어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직업선

택을 하게 되며 이후 직업을 구체화시키고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박성호, 2002; 이상희, 2007). Lopez와 

Andrews(1987)는 자녀의 진로선택에의 몰입이 개인적인 성취나 성격특성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들 간의 교류체계로 개념화된다고 하였으며 Kenny 등(2003)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제공받는 청소년은 일과 관련하여 일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자신의 직업 계획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았다.

Leal-Muniz와 Constantine(2005)는 미국의 멕시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장벽이 어떻게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Blustein 등(1989)의 직업적 탐색 및 몰입(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적도를 통해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부모의 진로와 관련된 지지는 VECS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족이 이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부모가 직업 선택과 더불어 경력 개발에도 큰 영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류진숙(2012)은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선택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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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기결정성

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부모지지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위의 중요한 타인들 중 부모가 제공하

는 평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특성에 대해 가지는 기대로 이는 주위의 상황적인 요

소에 의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지은, 2006). 자기효능감은 정보원으로서 정서

적 반응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데, 사회적지지를 높게 인식할 때 긍정적인 관계 인식

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로부터 경험한 수

용, 안정의 느낌이 효능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Barrera, 1981; 허행식, 2004).

Saltzman과 Holahan(2002)은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SE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직

접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원을 통해 영향

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친구나 주변 사람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지지의 인식이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특수 자기 효능감을 직접 증진킨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와 친구의 지원은 자기 가치 등의 인식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 간접

적으로도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보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 제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 전략을 연습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

이므로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Duncan, & McAuley, 

1993). 박지은(2006)의 연구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조명실과 최경숙(2007)은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영신 등(2002)은 청소년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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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원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사회적지지 수준이 자기효능

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강민정, 2015; 김도연, 오옥선, 김성봉, 2012; 최해란, 2011).

3) 부모지지와 취업장벽의 관계

부모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정을 경험하는 개인

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Barrera, 1986).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

우 그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류진숙, 2012; 송재영, 2003). 따라서 부모지지나 사회적지

지가 높은 개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와 환경에 대한 통제감

을 향상시키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 또한 높다고 여겨진다. 이는 부모지지가 단기간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지는 또한 정보 제공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청소년은 이를 통해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을 통

해 제공되는 지원은 청소년이 인지된 장벽을 극복하고 직업상의 관심사와 목표 및 

행동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특히 장벽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lustein, 2001; Fiebig, Braid, Ross, 

Tom, Prinzo, 2010; Flum, 2001).

송보라 등(2008)은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여대생의 지각된 

장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영향을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요인의 완화효과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김종운과 김현희(2015)는 전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최근 전영주(2018)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느끼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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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별로는 부모, 교사의 지지가 유의하였고 친구의 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들이 지각된 장벽이라는 관점에서 장벽이 사회적지지

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Florse & O’brien, 2002; 김미성, 2016).

미국의 히스패닉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지지와 함께 지각된 

장벽 중에서도 진학장벽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McWhirter(1997)는 히스패

닉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장벽을 

인식하고 있으며 앵글로계 고등학생과 비교했을 경우 히스패닉계 여학생이 지각된 

장벽에 대해 더 인식한다고 하였다(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McWhirter, Torres, Salgado, & Valdez 2007). Kenny 등(2003)은 청소년에게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지지가 학교나 직장에서 보다 적응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부모지지는 취업장벽과 부

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4)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가정하면서 진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거나 진로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에 제약이 있

을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결과기대가 낮

아지며, 낮아진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기대가 낮은 

경우에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지되어도 즉각적으로 수행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따

라서 선택 측면에서도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결과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

장벽과 같은 변인과도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nt et al. 1994, 1996; 

이성식, 2007).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취업장벽과 같이 지각된 장벽이 자기효능감, 주

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권용준, 

2018; 추가하기). 그러나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로선택몰입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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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장벽 인식→자기효능감→몰입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여러 

번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는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취업장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몰입 경험이 다시 장벽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진로선택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일반

적 상황에서 진로준비를 통한 성공 및 실패 경험이 축적되기 이전에는 개인의 특성

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장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가정될 수 있다(김민정, 박

소영, 2017). 또한 특성 기대는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잘 변하지 않으며 진로결정 

상황에 선행되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상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개인의 

성격 요소로 자리잡은 자기효능감이 장벽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예상하는 것이 보다 

사회인지이론적 설명에 부합한다(Eden, 1988). Hackett과 Betz(1981)는 사회적지

지와 같은 상황적인 맥락들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실제 수행과 관련된 요인들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효능감 이론이 내적으로 지각된 장벽의 개념화와 관련

이 있으며 외적으로 지각된 장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에 대처할지와도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김민정과 박소영(2017)은 대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준

비행동,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높은 자기효능감

이 목표와 현재 수행간의 불일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

감이 지각된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기효능감이 어려움, 즉 지각된 

장벽에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Locke와 Latham(1990)의 

설명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Bandura, 1986). 이 때 자기효능감이 진로

장벽에 미치는 총 효과는 γ=-.39(p<.01)로 나타났다. 이지민(2013)의 연구는 다

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효과 크기는 γ=-.27(p<.01)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진로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진로와 관

련한 활동 과정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관련한 장애를 낮게 지각하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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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김민정, 박소영, 2017).

5) 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진로결정과 몰입에 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과업에 대한 성공

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탐색행동 등 몰입과 

관련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Robbins, 1985). 

연구자들은 진로선택몰입이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러한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진로선택몰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김태환, 2013). Jin, Watkins와 Yuen(2009)의 연구 또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목표의 수준에 따라 몰입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Locke 등(1984)의 연구

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어려운 목표를 제시했을 때 목표의 수준

(어려운 정도)에 따른 효능감 차이가 성과를 예측했다고 보고하면서, 효능감과 목표

에 대한 몰입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Schunk, 1991). 또한 Taylor와 Bet

z(1983)역시 진로결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잠재적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Blustein, 1989). 자기효능감 개념은 넓은 영역에서 보면 ‘모든 영역

에 대한 요구(demands)’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이러한 신념은 성공적인 

행동과 미래 전망에 대한 내부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오

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더 빨리 회복하고 목

표 달성을 위해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Luszczynska, Gutiérrez‐

Doña, & Schwarzer, 2005).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선택몰입, 

즉 진로결정과 관련된 몰입과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김순미와 이현림(2008)은 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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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탐색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here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

정도구와 Blustein 등(1988)이 개발한 진로선택몰입(CCCS)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γ=.295(p<.05)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와 진로결정몰입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

으나 진로탐색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순미와 이현림(2008)은 이를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아질수록 진로를 결정하고 몰입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Loke와 Latham(1990)의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높은 

자기효능감이 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포기하기보다 기대하는 

결과를 위해 더 노력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정보원 중 성취경험을 

예로 들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은 과거에 긍정적인 성취경험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몰입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undell, 

2000). 

6)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진로선택몰입은 단순히 직업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태도를 

의미하며, 동일시와 애착을 통해 몰입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다양한 몰입의 개념 

중 commitment라는 개념은 어떠한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의 측면

이 강조된다.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화된 태도를 나

타내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권성호, 2011; 김태환, 2019). 그러나 취업장벽을 높

게 인식하는 개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의 대안이 하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면 다른 

대안이나 경력발달에 필요한 자원들을 보다 적게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Ladany, Melincoff, Constantine, & Love, 1997).

Ladany 등(1997)은 위기상황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적 탐색 및 몰입

(VECS) 도구를 사용하여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위기상황에 있는 고등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장벽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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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 많은 직업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장벽이던지 개인이 생각으로만 인지하는 장벽이던지 간에 그러한 인식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예를 들면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

은 대학 진학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자

신에게 적합한 직업의 대안이 하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면 다른 대안이나 경력발달

에 필요한 자원들을 보다 적게 활용하고, 시도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지각된 장벽 연구는 진로발달 측면에서 장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된 생각은 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개인은 

몰입에 필요한 시간적,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직업선택이나 직업목표 설정에 있

어서의 의식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Swanson & Tokar, 1991a; Luzzo, 

1996). 이현의(2018)는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선택몰입을 매개로 진로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진로장벽은 진로선택몰입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

계가 있었다. 정은이(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장벽과 진로선택몰입, 진로

적응성, 대학 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최수정(2007)이 번안한 직업적 

탐색 및 몰입(VECS) 도구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지각된 장벽, 즉 진로장벽은 진

로선택몰입을 매개로 하여 대학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취업장벽은 진로선택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

며 취업장벽과 같은 지각된 장벽은 일종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진로결정과 진로선택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London, 1997).

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매개효과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찰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는 부

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매개효과를 가정할 때에는 진로선택몰입 외에 진로의사결정 이론

의 측면에서 상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들인 진로결정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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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을 함께 살펴보았다(황지영, 박재황, 201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부모지지는 맥락적 변인으로, 개인은 맥락적 변인의 영향을 받

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지지와 같은 맥락적 변인은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준비행동

과 같은 진로결정 관련 변인에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

인되고 있다(김효진, 장윤옥, 2011; 배을규, 이호연, 김대영, 2017; 박고운, 이기학, 

2007; 이순자, 조옥귀, 2012).

김태환(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진로결정자율성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는 진로결정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을

규 등(2017)의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지지를 포함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과 장

윤옥(2011)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는 또한 취업장벽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전영주와 박미화(2018)는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진로

장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진로장벽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

준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변인을 분석한 결과

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만 진로장벽을 매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김태환

(2019)이 주장한 것과 같이 가족지지와 같은 맥락적 변인들이 정서적 안정을 제공

하고, 이를 획득하게 된 대학생은 진로결정에 있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한 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공윤정(2005)은 상담 실제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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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지각된 장벽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는 있으나 Lent 등

(2003)이 주장하듯 지지가 높으면 장벽을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으며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장벽과 유사하지만 더 

구체적인 ‘취업’이라는 영역을 특정하여 측정되는 지각된 장벽인 취업장벽 변인 

또한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1)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취업장벽은 개념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관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취업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다. 이는 인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론적으

로 개인이 먼저 인식하고, 이후에 자기효능감이 점차로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여 취업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유의한 결과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들이 함께 보고

되고 있다(McWhirter et al., 2000; Pulliam, leva, & burlew, 2017; Thomson, 

2013; Wang et al., 2006; Wright, Perrone‐McGovern, Boo, & White, 2014; 김

영경, 2008; 정태준, 2017).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완전히 합의된 결과를 보고하

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Choi 등(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 때 

장벽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Mcwhirter(1997)의 PEB와 CBI-R 도구를 사용한 4편

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장벽의 인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들은 사용된 도구 

자체의 특성이 즉각적이고 이분법적인 분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볼 때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ammond와 Feinstein(2005)는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장벽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고 하였다. 진로장면에서 자기효능감이 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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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진로장면에서의 대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자

기효능감은 대처전략을 매개하여 장벽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대처전략에 따

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Frydenberg와 Lewis(1994)가 

분류한 대처전략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예를 들어 생산적인 대처전략의 경우 문제 

해결, 수용 등의 적응적인 측면을 가진 대처전략 요인을 포함하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 인식의 효과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비생산적 대처전략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비생산적 대처전략을 많이 활용한다면 취업장벽을 높게 인식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이론적으로 명료하

게 취업장벽의 인식 이전에 형성되는 것으므로 인과적 관계는 자기효능감이 장벽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며, 그 관계를 대처전략이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

다(Linnenbrink, & Pintrich, 2000; 이서정, 현명호, 2008).

2)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일반적으로 지각된 장벽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은 특정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장벽 인식에 따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에 근거한다(Urbanaviciute, Pociute, Kairys, & Liniauskaite, 2016). 이러한 

특성에는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으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의한 것도 제시

되고 있다. Fiebig 등(2010)은 히스패닉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요 변인 중 하나로 투입된 진학장벽은 성별과 

각 그룹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주 1세대 그룹에 속하는 학생

이며 여성일지라도 첫 자녀일 경우 장벽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로 진로계획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장벽을 높게 인식할지

라도 진로를 선택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조절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최정아(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접근적 대처전략과 회피적 대처전략을 다른 매개관계로 보고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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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우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는 대처전략을 매개로 우울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취업장벽이나 진

로결정 과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진로선택몰입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사건의 

경험은 각기 다른 대처전략에 따라 정서적으로 진로선택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에서도 진로결정 대처전

략이 이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박선희, 박현주, 2009; Scott & 

Church, 2001; Blustein et al., 1989). 국내에서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이주희와 이은희(2000)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

울과 역할갈등 간에 대처전략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피

적 대처전략과 적극적 대처전략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나 지원 탐색 대처

전략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인경과 김정현(2016)은 학업소진과 

자기조절 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지원 탐색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상황에 따라 대처전략이 다른 적응적 기능

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해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적응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의 대처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대처전략

의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Luzzo와 Mcwhirter(2001) 등이 

제시하고 있는 대처효능감 관련 연구들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처전략을 수준으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영

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나 개인의 대처전략이 한 가지로 나타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응적인 대처전략과 부적응적인 대처전략 수

준이 함께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생산적, 지지 탐색, 

비생산적 대처 전략으로 나타나는 3개의 척도를 별도로 조절효과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 대처전략이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

펴볼 것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Rippetoe & Roger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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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

벽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에 따라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

자 진로의사결정이론 및 사회인지진로이론, 스트레스-대처이론 등을 고찰하고 실증

적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으며 이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 자

기효능감, 취업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을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취업장벽과 진로선

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취업장벽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업장벽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

결정 대처전략 중 생산적 전략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완화할 것이다.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비생산적 전략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지원 탐색 전략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완화할 것이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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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진로선택몰입 등의 변인에 따른 편차가 진로결정을 실제 내려

야 하는 상황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전체로 설정하였다. 먼저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월을 기준

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총 4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교

육통계연보에서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포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3개교를 제외하고 총 46개교에 재학 중

인 학생들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표 Ⅲ-1> 참조). 

구분 학교 수 여학생 남학생 합계

수도권

서 울 4 536 1,268 1,804

인 천 2 133 695 828

경 기 2 157 807 964

소계 8 826 2,770 3,596

강원·

충청권

대 전 2 57 769 826

충 북 3 334 586 920

충 남 4 147 847 994

강 원 2 148 433 581

소계 11 686 2,635 3,321

호남권

광 주 2 166 409 575

전 북 4 170 1,550 1,720

전 남 4 270 884 1,154

소계 10 606 2,843 3,449

영남권

부 산 3 48 1,663 1,711

대 구 4 186 1,714 1,900

울 산 3 123 934 1,057

경 북 5 284 2,037 2,321

경 남 2 - - 750

소계 17 641 6,348 7,739

합계 46 2,759 15,346 18,10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교육통계연보. 충북: 교육과학기술부.

*감포고등학교(경북),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경남)는 집계되지 않은 수치임.

*밀양전자고등학교는 개교 예정인 학교로 자료에서는 제외되었음.

<표 Ⅲ-1> 2018년 지역별 마이스터고등학교 수 및 재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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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전국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18,105명이며 지역

별로 학교 수와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는 3,596명, 비수도

권에 14,509명으로 약 1:4의 비율이고, 학교 수는 수도권에 8개교, 비수도권에 38

개교로 약 1:4.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학교들은 강원·충청권

에 11개교, 호남권에 10개교, 영남권에 17개교가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각 지역

별 학생 수,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표 Ⅲ-1>과 같다. 자료에 따르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각각 15,346명과 2,759명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수가 월등히 많았고 여

학생 대비 남학생의 비율은 약 1:5.5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이스터고의 성비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남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명훈, 2014).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유형 자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

문이다. 전공별로 볼 때도 80% 이상이 공업계 고등학교이지만 특히 남학생만을 선

발하는 남학교의 비중이 큰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통계자료가 발표된 2018년 4

월 기준으로 보면 남학교, 여학교, 공학인 학교는 각각 11개교, 1개교, 34개교로 여

학교 한 곳을 제외하고 남학교와 공학의 비율은 약 1: 3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해

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3개교는 공학으로 운영되고 있

기는 하나 졸업 이후 대부분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를 하도록 경력 경로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으로 파악하고 모집단에서는 제외하였

으며, 2019년 현재까지 개교 후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시행

할 것이므로 총 48개교 중 추가적으로 3개 고등학교를 제외되어 졸업생을 배출한 

1~10차년도 선정 학교인 41개교의 학생 15,36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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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1) 표집 크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이 통계적으로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은 대

부분 표본 크기에 따라 효과성이 다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

로 추정법과 모형적합도의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은 연구의 설계에 따라 다르

다. 또한 이에 따른 표본 크기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모형의 형태에 따라 상대

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는 표본의 수가 200개~400개 정도인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임계치인 200개 이상의 표본 수는 이 연구에서 

사용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추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Hoyle, 1995; 우종필, 2012). 전체적인 표본 수에 대한 논의 외에도 대략

적인 모수의 개수를 계산한 후 표본크기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Bentler와 Chou(1987)는 모수 당 10개씩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Kline

(2005)은 자유모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10배에서 20배 정도가 좋으며 5배 미만의 

표본 수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잠재

조절모형을 기준으로 요인적재량과 경로계수, 오차분산과 외생변수의 분산, 잔차들의 

분산을 합해 추정해야 할 자유모수 45개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추정모수 1개당 적

어도 표본이 5개에서 1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400

여 개 이상의 표본이 적절한 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적절한 표본크기를 400-450개로 설정하였고, 회수율과 이상치(outlier), 또는 불성

실 응답 경우를 고려하여 총 600부의 설문을 계획하였다.

2) 표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종속변인인 진로선택몰입이 영향을 

받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준으로 하여 층화표집을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

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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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기준의 수가 많아지면 최소 집단의 적정 표집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실제

로도 표집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소재지, 성별, 전공, 학년에 따른 층화군집비

율 표집을 실시하였다(최동선, 2003). 

마이스터고등학교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는 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표집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이

스터고등학교는 각 지역의 산업 및 관련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교 소재지

를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 있다(김성남, 박태환, 2018; 

이명훈, 2017).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

이스터고등학교는 대부분 남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여 계열에 따

른 차이 등이 성별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

나, 성별이 일반적으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므로 이 연

구에서는 층화기준으로 사용하였다(김지근, 이기학, 2011; 김태환, 2019). 전공에 따

라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별로 특화된 개별적인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부분 전공이 포함되는 공업계열과 비공업계열 전공으

로 구분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표집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서유란과 이상희(2012)는 진로의사결정이 임박

할수록 탐색행동이 증가할 수 있지만 높아진 부담감으로 인해 진로선택몰입에는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Krumbolts(1993)는 진로의사결정에 임박한 

개인이 두려움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몰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고

등학교 상황에서는 학년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여겨

진다. 따라서 진로선택몰입 등의 변인에 따른 편차가 진로결정을 실제 내려야 하는 상

황이 임박했을 때 보다 뚜렷하게 측정될 것으로 예상된다(Blustein et al., 1989; 

Marcia, 1980).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 소재

지와 성별, 전공계열, 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표집하고자 하였으며, 각 학년을 층화표집

하고자 각 학교 당 학년별 1개 반씩 설문을 요청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각 반당 인원

은 약 20명 정도로 추산되어 설문 시 설문지는 각 학교당 75부를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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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표집 방법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

벽,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 도구를 구성하였

다. 설문지는 개인적 정보와 일반적 사항을 측정하는 문항을 가장 마지막에 포함하고 

있으며 5개 변수의 측정도구를 포함해 1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도구의 타

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증 및 신뢰도 분석을 활용하였다.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진로결정 대처전략 도구의 경우에는 본래 도구의 사용 권

한을 가진 도구 개발자가 원 척도의 9점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9점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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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찰변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척

도
출처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2. 1-7 7

21

5점

김태환(2019)
진로목표 

동일시
2. 8-14 7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2. 15-21 7

부모지지

정서적지지 3. 1-7 7

25

박지원(1985)

이지연(2013)

박용진(2019)

평가적지지 3. 8-13 6

정보적지지 3. 14-19 6

물질적지지 3. 20-25 6

취업

장벽

취업정보부족 4. 1-4 4

8

이지혜(2010)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

취업역량부족 4. 5-6 2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4. 7-8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5. 1-10 10 송윤아(2010)

진로결정 

대처전략

생산적 

대처전략

1. 3, 6, 9, 11, 13, 15, 
18, 21, 24, 26, 28, 
30, 33, 36, 39, 41, 
43, 45

18

45 9점
Lipshits-Braziler 

et al. (2016)

지지 탐색 

대처전략
1. 2, 5, 8, 17, 20, 23, 

32, 35, 38
9

비생산적 

대처전략

1. 4, 7, 10, 12, 14, 19, 
22, 25, 27, 29, 34, 
37, 40, 42, 44 

16

기타(도입, 

타당도 문항)
1. 1, 16, 31 3

일반적 특성

성별 6. 1

7 -

학년 7. 1

전공계열 8. 1

지역 9. 1

입학동기 10. 1

취업결정여부 11, 11-1 1

소득수준 12. 1

전체 114

<표 Ⅲ-2> 조사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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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이란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의미한다(Blustein et al., 1989; 

Waterman, 2015). 이 연구에서는 김태환(2019)이 개발한 진로선택몰입 도구를 대

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Blustein 외(1989)가 개발한 직업적 탐

색 및 몰입(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를 비롯해 여

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태환(2019)의 도구가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것이나 일반적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라고 판단하였으며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고등학생이 보다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수정하였다.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는 총 21문항으로, 각 하위요인을 관찰변인으로 하여 진로

목표 선택 7문항, 진로목표 동일시 7문항,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n=124)에서 진로목표 선택이 .893, 진로목표 

동일시가 .882, 진로목표 확신 및 애착이 .908로 적절하게 보고되었다. 본조사

(n=411)에서의 신뢰도는 진로목표 선택이 .872, 진로목표 동일시가 .871, 진로목표 

확신 및 애착이 .907이며 전체 신뢰도는 .952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척

도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2. 1-7 7

21
5점

.893 .872

진로목표 동일시 2. 8-14 7 .882 .871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2. 15-21 7 .908 .907

전체 .957 .952

<표 Ⅲ-3> 진로선택몰입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나. 부모지지

이 연구에서 부모지지는 사회적지지, 즉 부모, 또래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로

부터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 중 부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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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olten, 1994).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

지연(2013)이 개발한 청소년 대상 부모지지 도구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수정하여 사용한 박용진(2019)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도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구성요인을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지연(2013)은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부모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지로서 부모지지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지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사회적지지가 교사와의 관계나 

친구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3학년 학

생들인 경우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특성상 친구의 사회적지지를 높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활용되었다(김지현, 2013; 신경일, 김서정, 2016; 윤

지영, 2016).

부모지지의 측정은 이지연(2013) 도구를 박용진(2019)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

으며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을 

각각의 관측변인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n=124)에서 

정서직지지가 .963, 평가적지지가 .912, 정보적지지가 .941, 물질적지지가 .834로 

적절하게 보고되었다. 본조사(n=411)에서의 신뢰도는 정서직지지가 .949, 평가적지

지가 .918, 정보적지지가 .930, 물질적지지가 .878이며 전체 신뢰도는 .974로 적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척

도

예비조

사
본조사

부모지지

정서적지지 3. 1-7 7

25
5점

.953 .949

평가적지지 3. 8-13 6 .912 .918

정보적지지 3. 14-19 6 .941 .930

물질적지지 3. 20-25 6 .834 .878

전체 .973 .974

<표 Ⅲ-4> 사회적지지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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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장벽

1) 취업장벽 도구 수정 절차

이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장벽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벽 도구를 상당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장벽 측정 도구는 마이스터고

등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취업을 한 이후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측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이러한 맥락에 

맞도록 개발된 이지혜(2010)의 취업장벽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 실제 연구대상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특

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취업장벽 도구를 수정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구 수정 절차는 [그림 Ⅲ-3]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기존 도구의 내용을 요인에 따라 재구조화하여 1차적으로 요인을 선별하였다. 2단계

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가에게 선별된 요인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지를 검토받고, 문항 내용을 1차적으로 수정

하였다. 3단계에서는 직업교육 분야의 박사 및 박사수료 과정생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문항을 2차로 수정하고, 수정된 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

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제거, 수정하여 도구를 완성하였다.

1. 요인 선별

▼

2. 내용 검토 및 1차 문항 수정

▼

3. 2차 문항 수정 및 예비조사

▼

4. 도구 완성

[그림 Ⅲ-3] 취업장벽 도구 수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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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요인 선별

취업장벽은‘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직업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

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나 상황’이다. 취업장벽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이지혜(2010)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이지혜(2010)가 개발한 취업장벽 측정도구에는 개인 심

리적 문제, 개인 신체적문제, 자기이해부족, 취업준비 부족, 차별, 취업정보 부족, 미

래의 불확실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이처럼 많은 요인을 가지는 구조는 실증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 중‘신체적 결함’은 표현 그대로 신체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취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자기이해 부족’은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장단점, 좋아하

는 일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부모나 

친구 등과 같이 중요한 타인들이 취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특수

한 목적을 가진 학교에 지원하면서 이미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며, 중요한 타인에게서도 지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3가지 요인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

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표 Ⅲ-5>는 3가지 요인을 제한 5가지 요인의 문항 

수, 척도,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이지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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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용 검토 및 1차 문항 수정

2단계에서는 취업장벽 문항을 수정·재구성하기 위해 먼저 취업장벽과 유사한 장

벽, 스트레스 척도를 연구에 사용한 연구자 1인,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주제로 연구한 

연구자 1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검토받았다.  각 문항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한지 묻고, 각 문항의 적절성을 Likert 5점 척도로 

문항이 ‘매우 부적절함(1점)’부터 ‘매우 적절함(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Likert 척도 외에 별도로 검토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반

영하였다. 2명의 검토자 평가 결과 3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문항은 합의 후 삭제하

도록 하였고, 일부 문항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토자 의견은 문항의 수가 여전히 많은 편(25문항)이며 ‘취업역량부족’ 요인의 

경우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여 문항이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가지 예로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여겨지는 ‘자격증’과 같은 단어를 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받았다. 또한‘미래의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은 상당히 사회

적·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일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 다른 요

인과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척

도
내적일치도 계수

취업

장벽

개인의 심리적 문제 3. 6-10 5
10

5점

.846

취업역량부족 3. 16-20 5 .731

차별 3. 1-5 5

15

.787

취업정보부족 3. 11-15 5 .862

미래의 불확실성 3. 21-25 5 .821

전체 .900

<표 Ⅲ-5> 이지혜(2010) 도구 중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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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차 문항 수정 및 예비조사

이후, 3단계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제도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해도가 높은 전공 박사학위 과정 수료생 및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대상으로 1차 수

정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또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항 내용에 대한 

질문을 추합하여 의견을 수합하였다. 2단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Likert 5점 척도

로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들로부터 중복하여 낮은 점수(3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 해당 요인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예비조사 문

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2차 수정된 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예비조사 도구는 5개 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이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삭제하기

로 결정하였다. 5개 요인 중 ‘개인 심리적 문제’는 자신감 부족, 문제해결능력, 대

인관계 기술 및 의사소통 부족 등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 문제와 

성격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제대로 요인화되지 않았으며 낮

은 요인부하량을 보여 2개의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래의 불확실성’요

인은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요인과 중복하여 적재량이 할당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 2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문항 삭제 이후 시행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Ⅲ-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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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1 2 3

취업정보부족 2 .858

취업정보부족 1 .825

취업정보부족 3 .662

취업정보부족 4 .639

취업역량부족 2 .798

취업역량부족 1 .784

차별 2 .949

차별 1 .609

주1): 추출 방법: 최대우도법, 회전 방법: varimax 회전

주2): 요인부하량 .4 이하는 보고하지 않음.

<표 Ⅲ-6> 최종 수정 후 취업장벽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단계   도구 완성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제시된 내적 일치도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문항을 삭제하고, ‘차별’ 요인을 기존 요인의 명칭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요인명을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로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취

업정보부족’4문항, ‘취업역량부족’2문항,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2문항으로 

총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예비조사(n=124)에서는 

취업정보부족이 .915, 취업역량부족이 .830,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808로 적절하게 

보고되었다. 본조사(n=411)에서의 신뢰도는 취업정보부족이 .881, 취업역량부족이 

.799,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723이며 전체 신뢰도는 .880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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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척도 예비조사 본조사

취업

장벽

취업정보부족 4. 3-6 4

8
5점

.915 .881

취업역량부족 4. 7-8 2 .830 .799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4. 1-2 2 .808 .723

전체 .893 .880

<표 Ⅲ-7> 취업장벽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통계치 검토는 상관행렬을 통한 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비교하였

으며 요인도출에는 각 요인적재량이 최소 .4 이상인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KMO 검정과 Barrlett 구형성 검정을 함께 시행하였다. 검토 기준에 따른 결과는 아

래 <표 Ⅲ-8>과 같이 나타나 문항의 구성과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검토내용

취업장벽 도구

취업정보부족 취업역량부족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문항

분석

왜도 ± 2 미만 .161 .116 .268

첨도 ± 3 미만(완화) -.771 -.727 -.324

탐색적 

요인

분석

KMO 검정값
편상관계수가 낮음을 

의미함.
.928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하게 나타나야 

단위행렬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000 수준에서 유의

<표 Ⅲ-8> 취업장벽 측정도구 통계치 검토 기준 

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넓고 다양한 영역의 성취 상황들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수행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반적 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Eden, 

2001). 이는 어느 특수한 상황에만 국한된 개인의 수행과 적응에 대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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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수행,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는 송윤아(2010)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이 도구는 다요인 구조가 아닌 초기 연구에서 주장된 단일 요인 개념을 적용하

여 총 10문항으로 개발된 것이다. 신뢰도는 예비조사(n=124)에서는 .944로 적절하

게 보고되었으며 본조사(n=411)에서는 .943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척도 예비조사 본조사

자기효능감 4. 1-10 10 5점 .944 .943

<표 Ⅲ-9>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마. 진로결정 대처전략

진로결정 대처전략은 개인이 진로결정 상황에 처했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진로결정 대처전략 검사는 9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측

정 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측정도구는 생산적 전략(productive coping), 지지 

탐색 전략(support–seeking), 비생산적 전략(non-productive coping) 척도로 각각 

6요인, 3요인,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도구는 각 요인별로 3문항씩 42문항

에 타당도 문항 2문항, 도입 문항 1문항을 더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Lipshits-Braziler 등(2016)이 개발한 진로결정 대처전략 검사도

구(SCCI)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부록 3] 참

조). 문항 번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원 문항을 연구자가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적 맥락에 맞도록 1차적으로 번역을 수행하였다. 이 때 원 문항 개발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연구 대상에 대해 밝히고, 최종 수정 전에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

의하였다.  

1차 번역 과정에서는 영어로 개발된 원 도구를 연구자가 최대한 직역하여 번역하

였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주 언어로 사용하는 교육학 전공자 1인, 비전공자 

2인에게 각각 2회씩 검토받았다. 사용 허가 이전에 번안한 문항을 다시 영어로 역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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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도록 요청을 받아 2차로 번역된 문항을 예비조사 이전에 도구 개발자에게 역번

역된 문항과 함께 송부하였고, 도구 개발자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 3차로 수정된 문항

을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역번역은 2차 번역된 자료를 원 문항으로 하여 영어 

문항으로 번역한 것으로, 영어를 모두 주 언어로 사용가능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

한 경험이 있는 비전공자 2명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2차 수정과정에서 일부 문항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이 연구에서 사용하기

에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번역 시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번역하였다. 예를 들어 원 문항에서 사용된 ‘decision’이라는 표현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진로선택몰입’ 변인을 고려하면 ‘선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나 원 의미를 살려 ‘결정’으로 번역하였다. 원문의‘major or career’

는 1차 번역에서 대상을 고려하여‘진로’로 번역하였으나 ‘직업’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되어 이를 정확히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원 

문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항을 개발하였고, 전공이라는 의미의 ‘major’가 

‘진로’로 번역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번역에

서는 이를 전체 문항에서‘진로’로 번역하되 일부 문항에서는 진로 또는 직업, 직업

선택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였다. 최종 번역 후에는 예비조사 실시를 위해 교육학 

박사과정 2명에게 번안한 조사도구의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신뢰도 검증을 통해 기존 신뢰도와 비교하여 도구 사용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였다. 예비조사(n=124) 신뢰도는 생산적 전략이 .903, 지지 탐색 전략

이 .883, 비생산적 전략이 .882로 적절하게 보고되었다. 본조사(n=411)에서의 신뢰

도는 생산적 전략이 .926, 지지 탐색 전략이 .912, 비생산적 전략이 .886이며 전체 

신뢰도는 .916으로, 적절한 신뢰도 값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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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 수집을 위하여 우편으로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검

토하여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사용할 조사도구를 작성하였다. 수정된 도구에 대한 내

용은 연구 방법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수정 과정을 거쳐 본조사는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주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1개 반 26명의 

자료를 더 수집하였다. 수집 방법으로는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섭외하여 설문과 안내

사항 및 연구 개요를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각 학교마다 3개 반의 설문을 요청하였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척도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

미결정

대처전략

생산적 

전략

도구적 정보탐색 1. 3,18,33 3

18

9점

.903 .926

정서적 정보탐색 1. 6,21,36 3

문제 해결 1. 9,24,39 3

유연성 1. 11,26,41 3

수용 1. 13,28,43 3

자기규제 1. 15,30,45 3

지지 

탐색 

전략

도구적 지원탐색 1. 2,17,32 3

9 .883 .912정서적 지원탐색 1. 5,20,35 3

위임 1. 8,23,38 3

비생산적 

전략

도피 1. 4,19,34 3

15 ,882 .886

무력감 1. 7, 22,37 3

고립 1. 10,25,40 3

굴복 1. 12,27,42 3

대립 1. 14,29,44 3

전체 43 .931 .916

타당도 

문항
16, 31

<표 Ⅲ-10> 진로결정 대처전략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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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섭외된 학교들의 경우 대부분 1개 반이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학년별로 1

개 반씩 설문을 요청하였다. 전공은 학년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나 전공계열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8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학교당 

3개 반, 491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이후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거하고 난수표를 작

성하여 학교 소재지 및 성별, 전공의 비율을 조정한 후 411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5. 자료 분석

가. 분석 절차

이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

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TATA 

14와 MPLUS 7을 활용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의 모든 결과는 0.0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각 분석방법에서 활용된 세부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인들의 수준 파악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밖에 관찰변인

들 각각의 정규성을 분석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활용하였다.

가설을 통한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모형에서의 전반적 적합도, 변인들 간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측정모형과 가설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전체의 관찰변인간의 인과관계

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김태환, 2013; Anderson & Gerbing, 1988). 

이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

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구분하여 이를 비

교하는 방법으로 측정모형에서는 개념적인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다. 측정모델에 대한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행되며 단일차원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동반된

다.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는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모

형에 의해 설정된 이론적 관계가 실제로 지지되는지 검토한다(곽기영, 2019).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입력자료 준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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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절차는 아래 [그림 Ⅲ-4]과 같다.

1. 입력자료 준비

1.1 결측치 확인

1.2 이상치 확인

▼

2. 측정모형 분석

2.1 측정모형 설정

2.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3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

3. 구조모형 분석

3.1 구조모형 설정

3.2 구조모형 적합도 확인

3.2 구조모형 경로계수 확인

3.4 구조모형 평가

3.5 구조모형 수정 및 최종모형 설정

3.6 조절효과 평가

3.7 조절효과 경로계수 확인

[그림 Ⅲ-4] 통계분석 절차

나. 조절효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절변인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영향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 방

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간의 효과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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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변인 간의 직접효과가 가정될 필요는 없으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있다(서영석, 2010; 이형권, 2016). 즉, 조절효과란 독립변인의 효과가 조절변인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다집

단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다. 다집단 분석이란 범주형 변수의 수준만큼 모형

을 설정한 후 계수들이 서로 다른 모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를 활

용한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우종필, 2012). 이 연구에

서는 Cheung과 lau(2015)가 제안한 3단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조절변인을 투입한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2가지를 비교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Latent moderated 

structual equation model)로 불리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MPLUS 7에서 제공하는 잠재조절 모형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다. 이 때 모형의 분석은 유사최우도법(QML: Quasi-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되어 ML 방식으로 추정 시에만 제공되는 적합도 지수를 활용

한 적합도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도비를 기준으로 하여 값을 계

산하고 두 모형 간의 차를 검증하여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였다. 잠재

조절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6). 조절효과를 확인한 이후 조절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imple slope analysis를 함께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

과를 제시하였다. 



- 99 -

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Ⅳ-1>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411부로 대상의 특성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문항에 응답한 411명 중 남성은 328명으로 79.9%, 여성은 83

명으로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전체 설문 응답자는 마이스터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므로 연령은 대부분 동 학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년 분포는 전체 467명 중 1학년이 130명으로 31.7%, 2학년이 144명으로 35.0%, 

3학년이 137명으로 33.3%를 차지하였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전공’의 경우 특성화고와 같이 명확하게 분류되지는 않지

만 성별과 마찬가지로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항공, 전자, 전기, 기계, 설비 

관련 전공 등 공업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전공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411명 중 공업계열로 분류가 가능한 전공계열 학생은 315명으로 76.6%, 비공업계 

학생은 96명으로 23.4%를 차지하였다.

지역에 따른 특성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측정되었으며 서울·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115명으로 27.9%,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이 296명으

로 72.1%를 차지하였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을 전제로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을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학동기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결심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진학 이유는 취업선호(59.1%), 전공분야선호(15.6%), 부모권유(7.8%)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결정여부는 학생들에게 각각 스스로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는지 물어보고, 

취업이 결정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에 다시 취업처가 결정되었는지를 설문하

였다. 이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402명으로, 결과적으로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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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학생은 397명(98.7%)이었다. 이들 중 구체적인 취업처까지 결정이 된 학

생들은 197명으로 45.1%를 차지하였고, 결정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200명으로 

54.9%의 비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 방향이 취

업으로 결정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구체적인 취

업 목표가 결정되었거나 취업 기업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

펴본 결과, 모집단의 비율과 유사하게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n = 411(일부 변수에 누락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28 79.9

여 83 20.1

학년

1학년 130 31.7

2학년 144 35.0

3학년 137 33.3

지역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15 27.9

비수도권 296 72.1

전공계열
공업계열 315 76.6

비공업계열 96 23.4

입학동기

취업선호 243 59.1

전공분야선호 64 15.6

가정형편 13 3.2

적정 성적 4 1.0

대학진학 유리 2 0.4

부모권유 32 7.8

교사권유 16 3.9

이유 없음 25 6.1

기타 12 2.9

취업결정여부(n=402)
결정 397 98.7

미결정 5 1.3

취업처결정여부(n=397)
결정 197 45.1

미결정 200 54.9

<표 Ⅳ-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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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행렬

가.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잠재변인인 진로선택몰입,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자기효능감은 각각 1~4개의 관찰변인을 통해 측정

되며, 각 관찰변인을 통해 잠재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진로선택몰입의 

평균을 살펴보면 진로목표 선택 요인은 3.55, 진로목표 동일시 요인은 3.79, 진로선

택 확신 및 애착 요인은 3.92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부모지지는 정서적 지지가 4.24, 평가적 지지가 4.21, 정보적 지지가 4.18, 물질적 

지지가 4.16로 전체 평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각 측정변인이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취업장벽은 취업정보부족 요인이 2.49, 취업역량부족 요인이 2.67, 고졸취업에 대

한 차별 요인 평균이 2.45로 나타나 세 요인 모두 다른 변인들에 비해 대부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은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관찰변인으로 측정되며, 관찰변인의 평균은 

3.92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경우 9점 척도를 5점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생산적 

대처전략이 5.43,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5.15, 비생산적 대처전략이 5.43으로 나타

났다. 이 변인은 다른 변인들과 달리 9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척도의 평균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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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진로

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1 5 3.555 .502

진로목표 동일시 1 5 3.799 .578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 5 3.927 .725

부모지지

정서적 지지 1 5 4.242 .791

평가적 지지 1 5 4.214 .766

정보적 지지 1 5 4.185 .781

물질적 지지 1 5 4.163 .709

취업장벽

취업정보부족 1 5 2.494 .993

취업역량부족 1 5 2.673 1.053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1 5 2.451 .958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1 5 3.920 .718

진로결정 

대처전략

생산적 대처전략 .648 5 3.540 .642

지지 탐색 대처전략 .555 5 3.207 .827

비생산적 대처전략 .555 5 2.479 .756

<표 Ⅳ-2> 관찰변인 및 잠재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나.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은 다음 <표 Ⅳ-3>와 같다. 각 관찰변

인 간 상관은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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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진로

선택 

몰입

1. 진로목표 선택 1 　 　 　 　 　 　 　 　 　 　 　 　 　

2. 진로목표 동일시 .577*** 1 　 　 　 　 　 　 　 　 　 　 　 　

3.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498*** .787*** 1 　 　 　 　 　 　 　 　 　 　 　

부모지지

4. 정서적 지지 .236*** .375*** .462*** 1 　 　 　 　 　 　 　 　 　 　

5. 평가적 지지 .271*** .407*** .495*** .906*** 1 　 　 　 　 　 　 　 　 　

6. 정보적 지지 .263*** .396*** .485*** .844*** .878*** 1 　 　 　 　 　 　 　 　

7. 물질적 지지 .271*** .387*** .436*** .730*** .780*** .775*** 1 　 　 　 　 　 　 　

취업장벽

8. 취업정보부족 -.141** -.316*** -.485*** -.360*** -.369*** -.345*** -.296*** 1 　 　 　 　 　 　

9. 취업역량부족 -.136** -.255*** -.427*** -.305*** -.341*** -.318*** -.235*** .757*** 1 　 　 　 　 　

10.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102 -.290*** -.375*** -.299*** -.351*** -.298*** -.301*** .611*** .431*** 1 　 　 　 　

11. 자기효능감 .343*** .530*** .673*** .420*** .463*** .462*** .418*** -.454*** -.461** -.296** 1 　 　 　

진로결정 

대처전략

12. 생산적 

대처전략
.405*** .391*** .398*** .275*** .309*** .268*** .254*** -.111 -.067 -.030 .349*** 1 　 　

13. 지지 탐색 

대처전략
.143** .077 .002 -.006 -.019 -.018 .015 .218** .212** .199*** .014 .606*** 1 　

14. 비생산적 

대처전략
.445*** .475*** .525*** .266*** .290*** .297*** .269*** -.196*** -.173** -.117* .415*** .743*** .487*** 1

주1) *p<.05, **p<.01, ***p<.001

<표 Ⅳ-3> 관찰변인의 상관행렬



- 104 -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m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구성된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이 연구

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구조

모형을 구분하여 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주1) 자기효능감은 단일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으로 분석 시 관찰변인의 오차분산[(1-신뢰

도)*관찰변인의 분산]을 직접 지정하여 분석을 시행함.

주2) 각 관찰변인의 가장 첫 번째 변인은 비표준화계수를 1로 제약한 준거변수로 지정하였음. 표준

화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함).

주3) *p<.05, **p<.01, ***p<.001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는 2단계 접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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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이며 각 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다.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하여 이 모형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파악

하는 기준인 적합지수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MPLUS에서 제공하는 지수인 , S-RMR, TLI, CFI, RMSEA를 활용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단계 접근법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

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추정방

법을 사용하였다. 

가.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7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상관행렬

이 표본의 상관행렬과 부합하는지, 모델이 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MPLUS 7에서 제공하는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는 [그림 Ⅳ-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모델이 관찰된 공분산 

행렬을 예측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로 값과 S-RMR값을 사용하였다. 

기초모델(요인이 0인 모델)에 비해 모델의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로는 

TLI값과 CFI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에 따라 모델이 적

합하게 검증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사용하는 적합도 지표로, 모델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적합도를 의미한다(배병렬, 2016).

이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Ⅳ-4>에 제시되어 있다. 먼

저 절대적합 지수인 값과 S-RMR 값을 분석한 결과 값은 149.999, S-RMR값

은 .042, TLI값은 .957, CFI 값은 .970, RMSEA 값은 .080으로 나타났다. 값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지만 표본 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한 값을 가지게 

되며, 이 경우 RMSEA와 같은 근사적합 지수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RMSEA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적절한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모델이 적합하며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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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단기준 값

절대적합지수
  검증 유의확률

162.992

(df=39, p < .001) 

S-RMR ≤.08 0.042

증분적합지수
TLI(Tucker & Lewis Index) ≥.90 0.957

CFI(Comparative Fit Index) ≥.90 0.970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oximation)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0.083

<표 Ⅳ-4>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판단 지수

나.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측정모델의 평가 시 측정치로 합성신뢰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값으

로서 일반적으로 .7 이상의 신뢰도를 가질 때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 

활용된 잠재변인들은 모두 .8 이상(.829~.986)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모든 잠재변인들은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표 Ⅳ-5> 참조).

잠재변인 관찰변인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S.E. CR

진로

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1.000 .539*** .038

.829
진로목표 동일시 1.751 .821*** .021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2.571 .961*** .961

부모지지

정서적 지지 1.000 .930*** .008

.948
평가적 지지 1.009 .968*** .005

정보적 지지 .969 .912*** .009

물질적 지지 .781 .809*** .017

자기효능감 단일요인 1.000 .986*** .001 .986

취업장벽

취업정보부족 1.000 .964*** .018

.841
취업역량부족 .861 .783*** .023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627 .627*** .031

<표 Ⅳ-5>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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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도 분석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이 연구에서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활용하였다. AVE는 ‘평균분산추출’이라고도 하며 이 

AVE값이 각 잠재변인의 상관제곱보다 큰 값을 갖는지 확인하여 판별타당도가 있는

지 검증한다(AVE > ). 또한 같은 개념을 한 척도가 얼마나 동일하게 그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AVE값의 크기에 따라 

판단하였다. 각 잠재변인의 AVE값은 각 잠재변인들의 측정변인이 갖는 표준화 모수

치와 오차분산을 활용하여 계산하게 된다(배병렬, 2016). 각 잠재변인들의 AVE값은 

다음 표와 같다(<표 Ⅳ-6> 참조). 진로선택몰입은 .629, 부모지지는 .822, 자기효능

감은 .972, 취업장벽은 .645로 모두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제곱행렬의 

값과 비교하였을 때 행과 열의 모든 성분이 해당 AVE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인 1 2 3 4

진로

선택몰입
.629 　 　 　

부모지지 .227 .822 　 　

자기 효능감 .378 .225 .972 　

취업장벽 .161 .160 .225 .645

주1) *p<.05, **p<.01, ***p<.001

주2) 대각선 값은 AVE값임.

<표 Ⅳ-6> 잠재변인 상관제곱행렬과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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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분석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측정모형(full model)에 대한 적합도,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관찰변인들

이 잠재변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적합도와 타당도, 신뢰도를 보이고 있을을 확인하

였다. 이에 따라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STATA 14.2, MPLUS 7을 사용하여 구조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추정을 위해 확률밀도함수를 최대화할 함수를 우

도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EM)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추정방법이다. 

주1) =149.527(df=39, p < .001)    주2) *p<.05, **p<.01, ***p<.001

주3)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Ⅳ-2] 연구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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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조모형은 부모지지가 진로선택몰입과 자기효능감,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과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장벽은 진로선

택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이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

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 구조모형에서의 적합도 지수 

값은 149.527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

도 지수 값으로는 S-RMR값이 0.039, TLI값이 0.957, CFI값이 0.970, RMSEA값

이 0.080으로 모두 모델 적합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설 1을 채택하였다. 

또한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조모형에서는 별도의 모형 

수정을 거치지 않았다. 

구분 진단기준 값

절대적합지수
  검증 유의확률

149.527

(df=39, p < .001) 

S-RMR ≤.08 .039

증분적합지수
TLI ≥.90 .957

CFI ≥.90 .970

기타 지수 RMSEA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080

<표 Ⅳ-7> 구조모형의 적합도 판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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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효과 분석 결과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그 지수가 적합함

을 판단하였으며 구조모형 내 경로의 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로 설정한 경로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 2를 확인하고자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는 구조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결과는 다

음 <표 Ⅳ-8>과 같다.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S.E. t값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081 .220*** .022 3.742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468 .480*** .061 7.703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295 -.226*** .075 -3.960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499 -.374*** .076 -6.531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189 .500*** .028 6.650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050 -.175*** .015 -3.410

주1) *p<.05, **p<.01, ***p<.001 

<표 Ⅳ-8> 직접효과 분석 결과

가설 2-1.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를 통해 측정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통해 

측정된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표준 경로계수 β는 .22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가 정적으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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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1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변으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받는 관심과 

긍정적인 영향이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에 대한 동일시와 확신, 애착을 일어나게 

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2-2.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를 통해 측정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단일차원으로 측정된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β는 .480

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로 마이

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와 지원이 특정 영역에서만이 아닌, 장기적으

로 형성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 데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2-3. 부모지지는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를 통해 측정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취업정보부족, 취업역량부족,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세 가지 측정

변인을 통해 측정된 취업장벽간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β는 -.22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가 취업이라는 진로방향을 선택하고자 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인 취업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들은 부모지지 수준이 높게 나타날수록 취업을 결심하거나 취업에 대해 생각할 때 

인식하는 어려움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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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4. 자기효능감은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일차원으로 측정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취업정보부족, 취업역

량부족,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세 가지 측정변인을 통해 측정된 취업장벽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β는 -.37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4를 

지지하는 결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취업장

벽의 인식에 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취업장벽의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가설 2-5.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일차원으로 측정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목표 선택, 진로

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통해 측정된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경로계

수 β는 -.5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5를 지지

하는 결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

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다면 진로방향에 대한 선택과 그에 대한 몰입 수준이 이후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 2-6. 취업장벽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업정보부족, 취업역량부족,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세 가지 측정변인을 통해 측정

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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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 및 애착을 통해 측정된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β는 -.175로 유의

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6을 지지하는 결과로 마이스터고등학

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장벽 수준이 진로선택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즉, 취업장벽 인식은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몰입하는 데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 간접효과 분석 결과

매개효과는 간접효과라고도 부르며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 이상의 변수가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

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총효과에서 직접효과의 크기를 제한 영향을 의미한다. 이

는 각 경로의 비표준화 경로계수의 추정값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 결

과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델타 부트스트래핑

S.E. z값
신뢰구간2)

(하한-상한)

가설 3-1.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089 .240*** .016 5.373 (.061 - .125)

가설 3-2. 부모지지 →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015 -.040** .006 2.655  (.006 - .028)

가설 3-3.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012 -.031** .004 2.870 (.005 - .022)

주1) *p<.05, **p<.01, ***p<.001 

주2)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임(표준화 기준). 구간 내에 0

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Ⅳ-9>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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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자기효능감은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는 전체 간접효과 계

수 β가 .24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5% 수준으로 확인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가설 

3-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3-2. 취업장벽은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의 간접효과는 전체 간접효과 계수 

β가 -.04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3-2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지지가 취업장벽을 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가설 3-3.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간접효과는 전체 

간접효과 계수 β -.031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5% 수준으로 

확인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가설 3-3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을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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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절모형 분석

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 분석 결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조절변인으로 진로결정 대처전략을 투입하고,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의 모형(이하 투입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Cheung과 lau(2015)

가 제안한 3단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조절변인을 투입한 모형과 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2가지를 비교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Hayes

(2013)가 주장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 추정의 1

단계는 상호작용항이 없이 조절변인만 투입된 모형(투입모형)을 추정한다. 2단계에서

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모형을 추정한다. 3단계에서는 두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 

차이와 상호작용항의 유의도를 확인한다. 기존 모형에 조절변인인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생산적 대처전략을 투입하고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 중 S-RMR은 .

155,  RMSEA 값이 .115로 적합기준에 적절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투입모형의 

각 잠재변인들이 이 모형의 추정치를 적절히 추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지표들은 자유도의 개수나 모델의 오류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RMSEA 값 

등이 좋게 나오지 않은 경우에 TLI, CFI 등의 증분적합지수가 적절하게 나왔다면 이

러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증분적합지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홍세희, 

2000). 이 연구에서는 TLI 값이 .900, CFI 값이 .92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조

절변수 투입 모형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Kenny, Kaniskan, & McCoach, 

2015; Taasoobshirazi, & W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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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직접

효과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055 .170
*** .015 3.598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457 .469*** .043 10.633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257 -.203
*** .067 -3.858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421 -.324*** .072 -5.883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140 .419*** .020 7.120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038 -.149
*** .012 -3.269

조절

변인

생산적 대처전략 → 취업장벽 -.189 -.128** .079 -2.391

생산적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138 .364*** .021 6.594

주1) *p<.05, **p<.01, ***p<.001 

주2) 적합도 지수 

-  = 325.064***(df=48)   - S-RMR = .155
- TLI = .900    - CFI = .927   - RMSEA = .115

<표 Ⅳ-10> 조절변인 투입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생산적 대처전략)

기존 모형에 조절변인으로 지지 탐색 대처전략을 투입하고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

합도 지수 중 S-RMR은 .078,  RMSEA 값이 .084로 적합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 TLI 값은 .944, CFI 값은 .960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적합도 값을 만족

하여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절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지지 탐색 대처전략

은 진로선택몰입에는 영향을 미치나 취업장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직접

효과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074 .202
*** .017 4.356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468 .480*** .043 11.007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309 -.236
*** .066 -4.700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508 -.379*** .065 -7.779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185 .494*** .022 8.360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052 -.184
*** .013 -3.977

조절

변인

지지 탐색 대처전략 → 취업장벽 .057 .049 .051 1.106

지지 탐색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035 .109*** .013 2.826

주1) *p<.05, **p<.01, ***p<.001 

주2) 적합도 지수 

-  = 198.417***(df=48)   - S-RMR = .078
- TLI = .944    - CFI = .960   - RMSEA = .084

<표 Ⅳ-11> 조절변인 투입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지지 탐색 대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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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형에 조절변인으로 비생산적 대처전략을 투입하고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

합도 지수 중 S-RMR은 .101,  RMSEA 값이 .097로 S-RMR값은 적합기준에 적

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 값이 .929, CFI 값은 .948으로 적합하여 적절

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가설 2(직접효과)는 각 분석별로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비생산적 대처전략 변수를 투입한 경우 비생산적 대처

전략은 취업장벽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t값

직접

효과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078 .218
*** .017 4.602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469 .480*** .043 11.008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187 -.158
*** .058 -3.242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375 -.309*** .058 -6.410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185 .507*** .022 8.216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046 -.154
*** .015 -3.030

조절

변인

비생산적 대처전략 → 취업장벽 .529 .460*** .051 10.360

비생산적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018 -.051 .015 -1.147

주1) *p<.05, **p<.01, ***p<.001 

주2) 적합도 지수 

-  = 246.802***(df=48)   - S-RMR = .101
- TLI = .929    - CFI = .948   - RMSEA = .097

<표 Ⅳ-12> 조절변인 투입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비생산적 대처전략)

나.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단계로는 조절변인으로 진로결정 대처전략을 투입하고, 

2단계로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잠재조절 모형에서 조

절효과는 메트릭 변수로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기존의 구조모형 관계를 그대

로 두고 조절변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효능감×생산적 대처전략 척도와 

취업장벽×생산적 대처전략 척도, 즉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 간의 관계와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사이의 관계에 조절효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자유도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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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40에서 5개가 늘어난 45가 되었으며 우도비는 투입 모형이 –4034.452로, 

잠재조절 모형이 –4306.703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잠재조절 모형의 카이

제곱 값(χ2)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501.199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

도 5, 유의성 .05를 기준으로 유의한 카이제곱 값 11.071보다 높았다. 이는 잠재조

절 모형의 적합도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제시한다(<표 

Ⅳ-13 참조>). 지지 탐색 대처전략과 비생산적 대처전략을 투입한 잠재조절효과의 

변화량은 각각 814.532, 508.744로 마찬가지로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생산적 대처전략 

투입

지지 탐색 대처전략 

투입

비생산적 대처전략  

투입

조절변인 

투입모형

우도비 -3758.948 -3759.411 -3741.898

자유도 40 40 40

잠재조절 

모형

우도비 -4009.943 -4166.677 -3996.270

자유도 45 45 45

값 변화량

-2[(-3758.948) - 

(-4009.943)] = 

501.199

-2[(-3759.411) - 

(-4166.677)] = 

814.532

-2[(-3741.898) - 

(-3996.270)] = 

508.744

모형 개선 기준치 11.071 11.071 11.071

<표 Ⅳ-13> 잠재조절 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개선을 확인한 후 잠재조절 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

보고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고,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표 Ⅳ-14, 16, 17> 참조). 첫 번

째 잠재조절 모형(생산적 대처전략 조절 모형) 분석 결과 취업장벽×생산적 대처전략

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생산적 대처전략의 상

호작용항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생산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취업장벽×생산적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선택몰입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200, p<.01). 이 때 가

설 2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구조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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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배병렬, 2016). 

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직접

효과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054*** .016 3.464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471*** .043 11.072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286*** .067 -4.281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268 .251 1.071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169*** .021 7.962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127* .055 -2.314

조절

변인

생산적 대처전략 → 취업장벽 .611* .277 2.203

생산적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126 .031 4.083

상호

작용항

(자기효능감×생산적 대처전략) → 취업장벽 -.200** .068 -2.929

(취업장벽×생산적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024 .014 1.637

상관

관계
부모지지 ↔ 생산적 대처전략 .212*** .025 8.416

주1) *p<.05, **p<.01, ***p<.001 

<표 Ⅳ-14>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생산적 대처전략)

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생산적 대처전략

의 조건을 조정하여 Simple slope analysis 분석을 이용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변인의 값에 따라 계수가 달라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Mplus에서는 조건부(Model constraint) 명령어를 사용해 이를 분석할 수 

있다. 조건부 명령어를 통해 생산적 대처전략을 –2 표준편차,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 +2 표준편차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5>

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생산적 대처전략이 평균보다 낮은 조건에서와 

높은 조건에서 모두 취업장벽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 

표준편차에서는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tride et al, 2015). 따라서 

생산적 대처전략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 인식 수준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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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생산적 

대처전략 

조건

-2 표준편차 -.183 .111 -1.646

-1 표준편차 -.312*** .082 -3.802

평균 -.440*** .070 -6.284

+1 표준편차 -.569*** .083 -6.826

+2 표준편차 -.698*** .113 -6.156

주1) *p<.05, **p<.01, ***p<.001 

<표 Ⅳ-15>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생산적 대처전략)

두 번째 잠재조절 모형(지지 탐색 대처전략 조절 모형) 분석 결과 취업장벽×지지 

탐색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항과 자기효능감×지지 탐색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효

과는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절효과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지 탐색 대처전략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직접

효과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068*** .017 4.021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469*** .043 11.036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324*** .066 -4.932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148 .183 -.804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186*** .022 8.387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133*** .041 -3.213

조절

변인

지지 탐색 대처전략 → 취업장벽 .507* .218 2.327

지지 탐색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048* .023 2.107

상호

작용항

(자기효능감×지지 탐색 대처전략) → 취업장벽 -.006* .073 .080

(취업장벽×지지 탐색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018* .016 1.112

상관

관계
부모지지 ↔ 생산적 대처전략 -.164*** .031 5.367

주1) *p<.05, **p<.01, ***p<.001 

<표 Ⅳ-16>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지지 탐색 대처전략)



- 121 -

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지지 탐색 

대처전략 

조건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관계 조절

-2 표준편차 -.322** .110 -2.941

-1 표준편차 -.415*** .078 -5.300

평균 -.508*** .065 -7.832

+1 표준편차 -.601*** .079 -7.620

+2 표준편차 -.694*** .110 -6.290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관계 조절

-2 표준편차 -.096*** .025 -3.780

-1 표준편차 -.076*** .018 -4229

평균 -.056*** .013 -4199

+1 표준편차 -.036* .014 -2.490

+2 표준편차 -.016 .020 -.789

주1) *p<.05, **p<.01, ***p<.001 

<표 Ⅳ-17>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지지 탐색 대처전략)

생산적 대처전략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지 탐색 대처전

략의 조건을 조정하여 –2 표준편차,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 +2 표준편차

를 각각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8>과 같다. 지지 탐색 대처전략 수

준이 높을수록 취업장벽 인식 수준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지

지 탐색 대처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에 취업장벽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잠재조절 모형(비생산적 대처전략 조절 모형)에서는 취업장벽×비생산적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기효능감

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항의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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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B)
S.E. t값

직접

효과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078*** .017 4.594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471*** .043 11.068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192*** .058 -3.332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526*** .164 -3.212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184*** .022 8.197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078* .035 -2.199

조절

변인

비생산적 대처전략 → 취업장벽 .291 .235 1.237

비생산적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006 .020 -.316

상호

작용항

(자기효능감×비생산적 대처전략) → 취업장벽 .060 .057 1.054

(취업장벽×비생산적 대처전략) → 진로선택몰입 .012 .021 .986

상관

관계
부모지지 ↔ 비생산적 대처전략 -.174*** .028 -6.163

주1) *p<.05, **p<.01, ***p<.001 

<표 Ⅳ-18>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비생산적 대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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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연구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및 취업

장벽의 관계를 구명하고,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대처전략

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여부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19>와 같다.

구분 결과 채택 여부

가설 1.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기준 충족1) 채택

가설 2-1. 부모지지 →  진로선택몰입 β=.220, p<.001 채택

가설 2-2.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β=.480, p<.001 채택

가설 2-3. 부모지지 → 취업장벽 β=-.226, p<.001 채택

가설 2-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β=-.374, p<.001 채택

가설 2-5.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β=.500, p<.001 채택

가설 2-6.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β=-.175, p<.01 채택

가설 3-1.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β=.240, p<.001 채택

가설 3-2. 부모지지 →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β=-.040 , p<.05 채택

가설 3-3. 부모지지 →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β=-.031, p<.05 채택

가설 4-1.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진로결정 대처전략(생산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β=.024, p>.05 -

가설 4-2.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진로결정 대처전략(지지 탐색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β=.200, p<.01 채택

가설 4-3.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

진로결정 대처전략(비생산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β=.012, p>.05 -

가설 4-4.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생산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β=-.018 , p<.05 채택

가설 4-5.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지지 탐색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β=-.006 , p<.05 채택

가설 4-6.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비생산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β=.060, p>.05 -

주1) 구조모형 적합도 : S-RMR = .039, TLI = .957, CFI = .970, RMSEA= .080

<표 Ⅳ-19> 가설 채택여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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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값을 제외하고 모두 조건을 충족하여 가설 1.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채택되었다. 가설 2에서의 직접효과는 구조모형 내에서 

모든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설을 채택하였다(가설 2-1, 2-2, 

2-3, 2-4, 2-5, 2-6 채택). 가설 3에서의 매개효과는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 간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1, 3-2 채택). 또한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

벽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3 채택). 조절효과 분석 결과로

는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에서 생산적 대처전략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에서는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2, 4-4, 4-5 채택). 

나.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1) 부모지지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제공하는 자원, 긍정적 피드백 등의 양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진로를 선택하고 해당 

진로에서의 동일시와 애착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지지, 또는 부모지지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지지나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 있다(김태환, 2013; 김태환, 

2019; Leal-Muniz & Constantine, 2005).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을 매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직접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간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몰입이 진로목표를 설정하

고 도전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가족, 특히 부모의 재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인정 등

이 관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eal-Muniz와 

Constantine(2005)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 이러한 직접효과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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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는데, 연구의 결과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권 여부에 따라 연구 대상인 대학생

들의 진로선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부모의 영향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큰 편이며, 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과 의존성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이므로 일관

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부모지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제공하는 자원, 긍정적 피드백 등의 양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학생들 스스로

가 자신의 능력이라는 특성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주변의 상황적 요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이지연

(2013)은 부모지지의 4가지 요인 중 정보지지를 제외한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물

질적지지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진로를 선

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유추

해 볼 수 있다(김도연 외, 2012; 장수현, 유성경, 2014; 하수경, 2014).

3) 부모지지의 취업장벽에 대한 직접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는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지지가 높다고 인

식할수록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의 어려움을 더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장벽을 스트레스원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를 선

택하고 몰입으로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지지의 직접효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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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같은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심리적 안정 등의 요인을 통해 다

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Albrecht & Adelman, 1984; Barrera, 1986; Ray & Miller, 1994). 부모의 지지

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의 지지가 장벽 연구에서 많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lbrecht

와 Adelman(1984)은 Life-stress라는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각 개인 간의 의사소통과 지지가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불확실성 감소 이론(Uncertainty reduction theory)의 관점

에서 해석하여 상호 정보전달과 정서적 반응의 교환이 불확실성을 낮추고 이러한 결

과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등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 중 전영주(201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느끼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는 교사의 지지와 함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지지라는 변인이 진로선택이라는 넓은 

범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하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취업이

라는 하나의 진로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자기효능감의 취업장벽에 대한 직접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의 어려움을 더 낮게 인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김민정과 박소영(2017)은 대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즉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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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한 상황 이전의 다양한 경험들이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각을 낮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특성변인으로서 장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자기 개념의 형성이 현실적인 문제의 인식에 있

어서도 영향을 미치며, 취업과 관련된 경험이나 개인의 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쳐 결

과적으로 취업장벽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민정, 박소영, 2017).

5) 자기효능감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

고 해당 진로에서의 동일시와 애착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연구 결과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를 

결정하고 몰입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한 노력과 성취경험 

등 기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을 많이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환, 2019; 이미

라, 2015; Loke & Latham, 1990).

김순미와 이현림(2008)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

입에 직접적인 영향관게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진로탐색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진로선택몰입은 진로탐색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

황에서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ocke 등(1984)의 연구에서는 목표의 

수준에 따라 발생한 자기효능감 차이가 몰입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

으며, Mundell(2000) 등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지각이 몰입 경험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에 있

어서, 특히 몰입 경험을 통한 몰입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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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장벽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에 대한 인식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

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

방향으로 취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인식하는 어려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를 선택

하고 해당 진로에서의 동일시와 애착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취업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개

인이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Ladany et al, 1997). 진로발달 측면에서 장벽이 부정적인 영향

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은 현실 지각의 측면에 있어서도 

장벽과 같은 요인이 실제 노력의 저하나 몰입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Swanson & Tokar, 1991a; Luzzo, 1996). 진로준비행동과 같이 실제 행동이 몰

입 이후에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선택몰입을 매개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진로장벽은 진로선택몰입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이현의, 2018). 따라서 취업장벽은 다양한 관점에서 진

로발달과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

찬가지 관점에서 진로선택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다.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1)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

인 효과를 가지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우에도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지지와 같은 주요 지지원의 지

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였

다(김태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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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을규 등(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은 목표를 설정한 이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진로선택몰입과 유사한 측면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사회적지지를 받는 

개인은 진로결정에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받게 되고, 따라서 이후에도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의 매개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취업장

벽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며 취업장벽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우에 간접효과는 부적 효과를 나타

내며 총효과는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지지가 취업장벽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김태

환, 2019; 전영주, 박미화, 2018). 

Lent 등(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지지

가 높으면 장벽을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진로선택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같은 맥락적 변인

들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이를 획득하게 된 대학생은 진로결정에 있어 더욱 확

신을 가지게 된다고 매개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부모

의 지지를 통해 취업장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부정적인 인식

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진로선택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취업장벽과 

같은 스트레스원을 인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따라서 부모 지지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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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홍승범, 박혜경, 2013).

3)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매개효과

연구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을 순차적

으로 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을 매개하

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지지와 진로

선택몰입의 관계가 부분매개 관계인 만큼 다른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며, 취업장벽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중매개 관계에서의 효과는 총 효과에서 이러한 효과들의 크기를 제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즉, 전체 구조모형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관찰한 경로계수이기 때문에 부모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을 거쳐 진로선택몰

입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자기관리 모형의 가

정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Lent, & Brown, 2013). 진로자기관리 모

형에서는 맥락적 지지나 장벽이 진로 탐색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응적 진로행동으로 연결된다고 제안한다. 이 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효능감 변인은 맥락적 지지나 장벽과 같은 배경변인으로서 이러한 요인

들이 종합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같은 특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진로목표 설정과 행동 등의 ‘적응적 진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재영, 2019). 이러한 변인 간의 종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나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해석해 

보았을 때는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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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영향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대처전략이 취업장벽과 진로선

택몰입의 관계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잠재

조절 모형 분석을 통해 이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에서는 생산적 대처전략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이를 조절하였고,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는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조절효과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수준은 취업장벽 수준을 일관되게 

낮추는 것이 아니며, 생산적 대처전략의 수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생산적 대처전략은 이 범주에 해당하는 전략을 사용했을 때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성과가 진로 장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전제하

고 있다. 이는 Frydenberg(2018) 등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 상담 

장면이나 실제 학교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특정 대처전략은 

아동의 발달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산적 대처전략

이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취

업장벽 인식을 낮추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생산적 대처전략

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에 비해서 생산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

용하는 학생은 자기효능감 수준이 같더라도 더 취업장벽 수준을 낮게 인식할 것이라

고 볼 수 있으며, 진로지도 측면에서 취업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적 대처전략 수준을 높이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지 탐색 대처전략 또한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일 때 취업장벽 수준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어떻

게 취업장벽과 같은 부정적 개념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

한 보완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같은 수준이더라도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높을수록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장벽 인식 수준은 더 낮

아지므로, 취업장벽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Lipshits-Braziler, Gati, Tatar, 2016;  Frydenber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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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Lazarus와 Folkman(1984)의 저서를 시작으로 논의된 스트레스-대처 이

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 또한 가능하다. 스

트레스-대처 이론에서는 적응적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적응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처에는 ‘노력’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노

력이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개인이 특정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

처를 통해 다양하게 이러한 상황에 접근하고, 상이한 결과들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대처는 자동적인 대응 행동과는 구분되며, 상당히 과정지향적인 개념이

라고 볼 수 있다(Kahn et al., 1964; Lazarus, Folkman, 1984).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을 때, 자기효능감 수준은 비슷하더라도 

생산적이거나 지지 탐색이 수반된 대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장벽을 

더 높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통해 취업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생산적인 대처 경험과 지지 탐색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는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두 변인 간의 관계

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장벽 수준이 일정할 때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높은 경우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취업장

벽 인식이라는 잠재변인은 취업정보 부족, 취업역량부족,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세 

가지의 요인을 관찰변인으로 하여 측정되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취업정보 부족 요인

이 지지 탐색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을 위해 지지 탐색을 꺼리는 학생들이 일종의 장벽을 인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

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 탐색을 하지 않을 경우 진로결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 탐색에는 다양한 대상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정보 탐색 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Julien, 1999; Bardick, Bernes, Magnusson, & Witko, 2004; Vertsberger, 

& Gati, 2016). 

마지막으로 비생산적 대처전략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진로지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생산적 대처전략이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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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교 교육에서의 개입을 고려한다면 생산적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념적으로 비생산적 대처

전략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학교 환경에서는 이를 통제하

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Jannis와 Mann(1977)의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는 취업장벽과 같은 스트레스 원인

이 그 수준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도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처전략과 같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처전략 수준에 따라 취업장벽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진로의사결정이

론을 바탕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취업장벽과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변인

은 연속형 점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비연속적인 형태로 진로선택몰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특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여

러 경로를 통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준이 변함에 

따라 취업장벽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변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의 설정이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즉,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조절변인에 의해 체계적

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장벽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모형 자체에 대한 논

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다른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간단한 예시로 

Holland의 성격 유형과 같은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동일한 수준의 취업장벽 수준을 

갖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Lindsey, 2005). 또한 계열, 성별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의 구조모

형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경

로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안수영, 2008). 또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

에서와는 달리,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취업장벽에 

대한 인식은 다른 대처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대처전략과 관련된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사용

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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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및 취업

장벽의 관계를 구명하고,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

벽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과 취업장벽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환

경적 변인인 부모지지가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진로결정 장면

에서 취업장벽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구조모형은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설

명하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

선택몰입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

합할 것이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은 서로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은 이를 매개할 것이다. 

넷째,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결정 

대처전략은 이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검정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연구의 모

집단은 전국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2018) 자료에 근거하였을 때 모집단은 총 41개 학교, 15,362명으로 나타났다.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하기 위해 층화군집비율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고 총 8

개 학교, 411명을 표집하였다. 학교 수는 수도권 학교 2개교, 비수도권 학교 6개교

를 표집하여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115명(27.9%), 비수도권의 경우 296

명(72.1%)이었다. 학년별로 1학년 130명(31.7%), 2학년 144명(35.0%), 3학년 

137명(33.3%)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및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

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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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취업장벽의 경우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이라는 대상을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하

고, 취업정보부족, 취업역량부족,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 3개의 요인으로 관찰변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진로결정 대처전략 척도는 Lipshits-Braziler 등(2016)이 개

발한 진로결정 대처전략 척도(SCCI)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에서의 

부분적 사용을 허가받았다([부록 4] 참조). 진로결정 대처전략은 9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외의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7 이상의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10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각 학교에 우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2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8개 학교에 여분의 설문지를 포함하여 600

부가 배부되었으며 총 491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이 중 결측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하고, 층화표집 기준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고자 난수표를 작성하여 학

교 소재지, 성별 비율을 조정하여 총 41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Mplu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 추정치는 기준치를 .05로 놓고 유의성을 판단

하였다.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및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값을 제외하고 모든 지수가 적절하

게 도출되었으며 따라서 모형에서 각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총 5개의 지수를 활용해 검증되었으며 절대적합지수

로는 (149.527, p<.001), S-RMR(.039), 증분적합지수는 TLI(.957), 

CFI(.970), 기타 지수로 RMSEA(.080)를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통해 구조모형

을 검정한 결과 설정된 모형은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220),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480), 취업장벽에는 직접적인 부적 영향(β=-.22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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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500), 취업장벽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37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장벽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

=-.1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β=.240)가 있었으며, 취업장벽은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β

=-.040)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순차적 매개효과(진로선택몰입 → 자기효능감 

→ 취업장벽 → 진로선택몰입)는 유의하게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β=-.031) 나

타났다.

넷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생산적 대처

전략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계에서는 진로결정 대처전략 중 지지 탐색 대처전략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비생산적 대처전략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

지, 자기효능감 및 취업장벽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 검정 결과 각 변인 간의 관

계를 인과적으로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론적 고찰을 통

해 확인된 환경적 변인과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심리적 변인인 취업장벽과 진로선택

몰입이 서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선택몰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모지지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은 중요한 예측변

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조모형에서 설정된 모든 영향관계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진로선택몰입과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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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취업장벽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지지는 마이스

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선택몰입과 자기효능감, 취업장벽을 예측하는 데 중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경로계수의 크기로 보았을 때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취업장벽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기효능감을 더

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정에서 진로지도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는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취업장벽에는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취업장벽과 같

은 장벽을 낮게 인식하고, 진로선택몰입 측면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몰입을 경험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몰입 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현

장에서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취업장벽 인식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때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전반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이며 따라서 교육

학 측면에서는 진로결정 장면에서의 효능감만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개입보다는 

성공 경험과 간접적인 학습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장벽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장벽은 그 뜻 그대로 개인이 진로선택의 상황에서 취업에 대해 고려할 때 느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이므로, 실제와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등학

교 학생들에게 민감하게 인식될 수 있는 고졸취업에 대한 차별과 같은 측정변인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수준의 인식보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적으

로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지지와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과 취업장벽은 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

생들의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이 전반

적인 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취업장벽을 낮게 인식하게 되

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이중매개 관계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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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지지나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에 미

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았

을 때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개입이나 취업장벽 인식을 낮추기 위한 개입을 개

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취

업장벽의 경우 취업정보부족에 대한 인식, 취업역량부족에 대한 인식, 고졸취업에 대

한 차별 요인으로 측정되므로 충분한 취업정보의 제공과 역량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대처전략은 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관

계를 조절한다. 생산적 대처전략 수준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 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

기효능감을 통해 취업장벽, 즉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낮춘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에게 생산적 대처전략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장벽 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이라도 긍정적인 진로결정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함으로서 장기

적인 변화가 필요한 자기효능감 수준 향상 측면에서의 교육적 개입보다 비교적 즉각

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하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과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선택몰입과 취업장벽의 하위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

기효능감의 향상을 촉진하는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

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제안되는 다양한 경험, 도전적 과제에 대한 성공 경험 등

은 학교나 가정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기

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업적인 측면에서 수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며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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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벽의 하위

요인 중 취업정보부족과 취업역량부족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개념적으로 보

았을 때 진로선택몰입 중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진로목표 선택과 진로목표에 대한 동일시 수준 자체가 취업장벽의 하위요인인 

취업정보부족과 취업역량부족으로 인해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선택몰입

은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이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된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

교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피상적으로 선택한 진로목표에 맞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진로목표에 대한 선택이 다른 유형의 학교나 직업교육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빨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처는 정해지지 않았어도 본인의 진로목표가 취업으로 결정되었다고 응

답하였다. 개념적으로 진로선택몰입이 낮은 학생들은 장기적으로는 잦은 이직이나 진

로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충실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로목표 선택에 따른 동일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어떤 취업장벽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의 활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오던 장벽의 측정 문항을 

수정한 측정도구가 활용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이지혜(2010)가 개발한 취업장벽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으나 하위요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와 요인적재량을 통해 실시한 요

인분석 결과에 따라 완성된 도구가 기존 도구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연구자를 비롯한 검토자의 공통된 의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상황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취

업장벽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일반고등학교 학생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연구 결과의 활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김수지, 이정자, 2013; 민현주, 

2017). 

넷째, 생산적 대처전략과 지지 탐색 대처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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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지도 및 상담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인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진로교육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대처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진로지도를 통해 학교에

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교사의 관점에서도 교수내용의 전달 방식에 적용하는 

등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진로결정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지지원을 찾거나 취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대처전략들이 반드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결과로 보았을 때는 개인의 진

로선택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진로선택에 대한 애착과 몰입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분명하며, 결과적으로는 진로결정과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

으리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대처 경험이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는 비생산적 대처전략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취업

장벽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처를 통한 학습이 일어나도

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을 통한 진로선택 몰입을 향상시킬 가능

성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취업장벽을 매개하지 않고도 

진로선택몰입 수준 향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Lethinem, Hakkarainen, & 

Palonen, 2014). Rijavec과 Brdar(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실패에 대한 대

처가 자기조절을 통한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처를 통한 학습은 적절하게 이

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던지 관게없이 진로교육 측면에서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학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Liu, & Graf, 2009). 따라서 현장에서는 과거 

가정에서의 진로문제 관련 갈등이나 내적인 갈등 경험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선택몰입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진로목표 선택과 같은 하위요인들이 어

떤 상황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진로발달단계를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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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진로선택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

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령의 영향에 따른 진로선택몰입 형성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landonyet al., 1997). 김태환(201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요구에 직면하나 진로목표 동일시, 진

로선택 확신 및 애착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차이분석에 의한 결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나,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선택몰입 형성은 대학생과는 상당

히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취

업장벽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취업장벽과 같은 지각된 장벽 연구는 국내

에서뿐만 아니라 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장벽이나 인종적인 이

유로 경험하는 장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국내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문제

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

을 받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과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고졸취업자들에게 있어서 

취업장벽이 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실제 나

타나는 현상에 집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먼저 학술적인 측면에서 직업교

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장벽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를 통해 진로선택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장벽 외에도 진로선택몰

입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 특성 변

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최수정, 2007). 이 연구에서는 취업장벽 측정에 있

어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같은 요인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선택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의 경우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에 

대해 달리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처전략 조사도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

구에서 활용한 SCCI 도구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집

단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 도구 

개발자가 제안하고 있는 2개의 타당도 문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5점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타당화 문항의 경우 약 70% 이상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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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타당화 문항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기

준으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른 타당화 문항과 극

단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또한 지지 탐색 대처전략의 경우 생

산적 대처전략이나 비생산적 대처전략에 비해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

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일반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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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예비조사 설문지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자신의 특성과 진로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분야의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13쪽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정성이 담긴 

응답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민 지 식

지도교수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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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가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보기 >

다음 문항들에서는 최근 6개월 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 

느낌, 또는 생각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1점-9점 사이로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최근 6개월 간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최근 

나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V ⑧ ⑨

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최근 나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나는 나의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③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인터넷 

상의 직업에 대한 설명, 현직자 정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나는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⑤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⑥ 나의 진로나 진학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내가 결정을 

내릴 때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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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⑦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⑨ 나는 서로 다른 각각의 진로 방향의 

이점이 어떠한지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나는 내가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⑪ 나는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일부를 타협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⑫ 나는 나에게 맞지 않는 진로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직업을 갖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⑬ 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괜찮을 

거야”,“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⑭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직업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⑮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⑯ 내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⑰ 어떻게 하면 나의 진로선택이 실현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⑱ 더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 나는 

내가 선택 가능한 진로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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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⑲ 시간이 지나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보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⑳ 나는 직업선택에 대한 나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㉑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내 불안함을 덜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㉒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처할 

때 무기력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㉓ 나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㉔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그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㉕ 나는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얼마나 걱정스럽고 불안한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㉖ 나는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㉗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에서 내가 

기대한 것들을 이루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㉘ 진로를 잘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㉙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㉚ 나는 진로에 대한 걱정을 내 스스로 

줄여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㉛ 내게 적절하지 않은 진로를 

선택했을지라도 나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㉜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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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SCCI) Questionnaire Korean form. 

  Copyright (c) 2014 Yuliya Lipshits-Braziler, Itamar Gati, & Moshe Tatar, YISSUM, All rights reserved. 

  이 도구는 원 저자의 허가를 얻어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㉝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에 관한 

최근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㉞ 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㉟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㊱ 나의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㊲ 나는 진로선택이라는 복잡한 과정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㊳ 나는 내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답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㊴ 나는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㊵ 나는 내가 진로 선택 문제에 

대처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㊶ 나는 내 흥미와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골고루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㊷ 나는 내 진로에 있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계속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㊸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㊹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㊺ 나는 내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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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가 진로를 선택하였는지,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취업, 진학, 이후 진로방향)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미래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확실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직무)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직무)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직무)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내가 미래에 가질 직업(직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내가 직업(직무)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⑧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직업(직무)을 통해 내가 꿈꾸어 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직업(직무)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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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⑪ 나는 직업(직무)을 통해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⑫ 나는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⑬ 나의 진로계획은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내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⑭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⑮ 나는 나의 진로목표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⑯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⑰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⑱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⑲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⑳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㉑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내게 유익한 

경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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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모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① 나의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의 부모님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의 부모님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의 부모님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의 부모님은 내가 가족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⑪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⑫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 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182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⑬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⑭ 나의 부모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⑮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⑯ 나의 부모님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⑰ 나의 부모님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⑱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⑲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⑳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㉑ 나의 부모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㉒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㉓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㉔ 나의 부모님은 내가 요청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㉕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아플 때 내 일을 대신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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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 취업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②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취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⑤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을 어렵게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내가 취업을 했더라도 이후 그 직업의 

직업전망(임금, 안정성)이 불확실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성격상 직장 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직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⑪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자격(자격증, 스펙, 

성적)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⑫ 나는 영어나 컴퓨터 등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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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귀하 스스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

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①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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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① 예

           

(6번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6-1. 취업할 취업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

7. 귀하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

    ② 내가 원하던 분야이므로

    ③ 가정형편 때문에

    ④ 성적 때문에

    ⑤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⑥ 부모님의 권유로

    ⑦ 선생님의 권유로

    ⑧ 특별한 이유 없음.

    ⑨ 기타

      (                            )

8. 교내에서 귀하의 평균 성적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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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입이 있는 사람의 소득 합계로 응답하여 주세요.

150
만원 이하

150~200
만원

200~250
만원

250~300
만원

300~350
만원

350~400
만원

400~450
만원

450~500
만원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① ② ③ ④ ⑤

11.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비수도권

13. 귀하의 현재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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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는 현재 어떤 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몇 학년입니까?

(                )과  (          )학년

1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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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본조사 설문지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자신의 특성과 진로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분야의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13쪽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정성이 담긴 

응답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민 지 식

지도교수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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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가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보기 >

다음 문항들에서는 최근 6개월 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 

느낌, 또는 생각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1점-9점 사이로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최근 6개월 간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최근 

나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V ⑧ ⑨

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최근 나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나는 나의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③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인터넷 

상의 직업에 대한 설명, 현직자 정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나는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⑤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⑥ 나의 진로나 진학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내가 결정을 

내릴 때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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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⑦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⑨ 나는 서로 다른 각각의 진로 방향의 

이점이 어떠한지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나는 내가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⑪ 나는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일부를 타협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⑫ 나는 나에게 맞지 않는 진로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직업을 갖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⑬ 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괜찮을 

거야”,“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⑭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직업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⑮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⑯ 내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⑰ 어떻게 하면 나의 진로선택이 실현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⑱ 더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 나는 

내가 선택 가능한 진로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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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⑲ 시간이 지나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보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⑳ 나는 직업선택에 대한 나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㉑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내 불안함을 덜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㉒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처할 

때 무기력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㉓ 나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㉔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그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㉕ 나는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얼마나 걱정스럽고 불안한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㉖ 나는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㉗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에서 내가 

기대한 것들을 이루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㉘ 진로를 잘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㉙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㉚ 나는 진로에 대한 걱정을 내 스스로 

줄여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㉛ 내게 적절하지 않은 진로를 

선택했을지라도 나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㉜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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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SCCI) Questionnaire Korean form. 

  Copyright (c) 2014 Yuliya Lipshits-Braziler, Itamar Gati, & Moshe Tatar, YISSUM, All rights reserved. 

  이 도구는 원 저자의 허가를 얻어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문항
(1점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⑨점 = 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㉝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에 관한 

최근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㉞ 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㉟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㊱ 나의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㊲ 나는 진로선택이라는 복잡한 과정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㊳ 나는 내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답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㊴ 나는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㊵ 나는 내가 진로 선택 문제에 

대처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㊶ 나는 내 흥미와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골고루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㊷ 나는 내 진로에 있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계속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㊸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㊹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㊺ 나는 내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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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가 진로를 선택하였는지,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취업, 진학, 이후 진로방향)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미래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확실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직무)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직무)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직무)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내가 미래에 가질 직업(직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내가 직업(직무)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⑧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직업(직무)을 통해 내가 꿈꾸어 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직업(직무)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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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⑪ 나는 직업(직무)을 통해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⑫ 나는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⑬ 나의 진로계획은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내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⑭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⑮ 나는 나의 진로목표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⑯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⑰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⑱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⑲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⑳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㉑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내게 유익한 

경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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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모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① 나의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의 부모님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의 부모님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의 부모님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의 부모님은 내가 가족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⑪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⑫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 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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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⑬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⑭ 나의 부모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⑮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⑯ 나의 부모님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⑰ 나의 부모님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⑱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⑲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⑳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㉑ 나의 부모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㉒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㉓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㉔ 나의 부모님은 내가 요청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㉕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아플 때 내 일을 대신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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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 취업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②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취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직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자격(자격증, 스펙, 

성적)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영어나 컴퓨터 등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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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귀하 스스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

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①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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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7.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          )학년

9. 귀하는 현재 어떤 과에 재학하고 있습니까?

(                )과  

9.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비수도권

10. 귀하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

    ② 내가 원하던 분야이므로

    ③ 가정형편 때문에

    ④ 성적 때문에

    ⑤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⑥ 부모님의 권유로

    ⑦ 선생님의 권유로

    ⑧ 특별한 이유 없음.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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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① 예

           

(11번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11-1. 취업할 취업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

12.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입이 있는 사람의 소득 합계로 응답하여 주세요.

150
만원 이하

150~200
만원

200~250
만원

250~300
만원

300~350
만원

350~400
만원

400~450
만원

450~500
만원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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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도구 수정 및 번안 결과

구분
문항

번호
원 문항 수정 문항

고졸

취업에 

대한 

차별

1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

2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승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승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3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취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취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4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나의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출신학교 

때문에 나의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5

만약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을 때 대졸자가 

많은 지직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을 때 대졸자가 많은 

조직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개인의 

심리적 

문제

6
나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7
나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다.

8
나는 성격상 직장 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격상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9
나는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다.

나는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다.

10
나는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표 부록 31> 취업장벽 척도 1차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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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보

부족

11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2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13
나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다.

나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다.

14
나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나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5
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취업

역량

부족

16
나는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17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교육이 부족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

18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자격증이 부족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자격(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

19
나는 영어나 컴퓨터 등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영어나 컴퓨터 등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20
나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취업

선택

불안

21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는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아 불안하다.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는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아 불안하다. 

22
나는 미래에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내가 목표로 하는 직업 분야는 

미래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23
나는 미래에 보수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직업이 

미래에 보수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하다.

24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나는 미래에 실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미래에 

실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25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을 어렵게 할 것 같다.

경기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내가 목표로 하는 분야의 

취업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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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번호
1차 번역 검토 의견 2차 번역

생산적 

대처전략
1

나는 최근에 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문제’라는 표현보다 

‘관심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

‘진로’라는 표현을 이후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함.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최근 나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2

나는 나의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다.

-

나는 나의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다.

생산적 

대처전략
3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인터넷 상의 직업설명, 

현직자 정보 등).

‘인터넷상의 직업에 대한 

설명’ 으로 수정함.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인터넷 상의 직업에 대한 

설명, 현직자 정보 등).

비생산적 

대처전략
4

나는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

나는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5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산적 

대처전략
6

내 진로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내가 결정을 내릴 때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진로’를 원 문항의 

표현을 따라‘진로나 

진학’로 수정함.

나의 진로나 진학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내가 결정을 내릴 

때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7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함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1차 번역의 표현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풀어서 

쓰는 것이 적절함.

원문의‘deal with’라는 

표현은 해결의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음.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조언해 달라고 

부탁한다.

- -

<표 부록 3-2> 진로결정 대처전략 척도 번안 검토 결과 및 수정사항



- 204 -

생산적 

대처전략
9

나는 서로 다른 진로 

대안이 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평가한다. 

‘진로 대안’을 ‘진로 

방향’으로 수정함.

원 표현을 

고려해‘장단점’을 

‘이점’으로 수정함.

나는 서로 다른 각각의 

진로 방향의 이점이 

어떠한지 평가한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10

나는 내가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려움’의 정도는 

측정이 어려우므로‘많은 

어려움’을‘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로 

수정함.

나는 내가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산적 

대처전략
11

나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타협하려고 

한다.

원문의 표현에서는 나의 

선호와 현실적 요건 간의 

타협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나는 현실적인 한계에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12

나는 내가 적절하지 않은 

진로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직업을 갖게 될까 봐 계속 

걱정이 된다.

‘적절하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우열을 판단하는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음.

이를‘맞지 않는’으로 

수정함. 

나는 나에게 맞지 않는 

진로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직업을 갖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생산적 

대처전략
13

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라고 한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강조함.

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괜찮을 거야”,“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14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직업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화가 난다.

나의‘주변’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강조함.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직업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화가 난다.

생산적 

대처전략
15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문제’라는 표현을 더 

구체화하여 원 문항에 

가깝게 수정함.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스트레스’, 

‘해소’로 수정함.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

타당도 

판별 

문항

16

내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

내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17

나의 진로선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도움을 청한다’는 

표현을 더 구체화함.

이를“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도 한다”로 

수정함.

나의 진로선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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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대처전략
18

더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 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본다.

- -

비생산적 

대처전략
19

시간이 지나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쉬워질’을‘수월해질’

로 수정함.

‘아직 하지 않고’를 

‘보류하고’로 수정함.

시간이 지나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보류하고 있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20

나는 직업선택에 대한 

나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

생산적 

대처전략
21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내 

불안함을 덜어 준다.

- -

비생산적 

대처전략
22

나는 내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에서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원 표현에 따라‘선택’을 

‘결정’으로 변경함.

‘관련된 상황’을 

‘대처할 때’로 수정함.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처할 때 

무기력해진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23

나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번역 시 전반적으로  

‘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

나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생산적 

대처전략
24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본다.

-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그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25

나는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얼마나 

걱정스럽고 불안한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

나는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얼마나 

걱정스럽고 불안한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산적 

대처전략
26

나는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타협하는 편이다.

‘타협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문항 내용을 

수정함.

나는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있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27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을까 

걱정된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중 

‘굴복’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원 문항의 

‘fullfilled’를 

‘만족’에서 ‘성취’의 

의미를 갖도록 수정함.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에서 내가 기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생산적 

대처전략
28

직업을 잘 선택하는 일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좋은’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것이 원 

문항의 의미에 맞음. 

진로를 잘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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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 

대처전략
29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

-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

생산적 

대처전략
30

나는 내 진로에 대한 

걱정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라는 표현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는 진로에 대한 걱정을 

내 스스로 줄여 나갈 수 

있다. 

타당도 

판별 

문항

31

나는 내가 진로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잘못된’을 ‘적절하지 

않은’으로 수정함.

나는 내게 적절하지 않은 

진로를 선택했을지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32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한다.

-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한다.

생산적 

대처전략
3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에 관한 최근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 

‘최근’을 ‘최신’으로 

수정함.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34

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애쓴다’를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인 

‘노력하다’로 수정함.

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35

나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걱정과 

좌절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보다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수정함.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산적 

대처전략
36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 

준다.

-

나의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 준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37

나는 진로선택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극복’이라는 표현보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강함.

나는 진로선택이라는 

복잡한 과정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지원 

탐색

대처전략

38

나는 내가 내린 선택이 

불안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결책을 

찾는다.  

7번 문항과의 통일성을 

위해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해결책’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여 ‘답’으로 

수정함.

나는 내 결정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답을 

구한다.

생산적 

대처전략
39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

문장의 의미는 유지하되 

원 문항과 

같이‘비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내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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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 

대처전략
40

나는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 -

생산적 

대처전략
41

나는 내 흥미와 능력을 

골고루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원 문항을 

고려하면‘능력’보다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강함. 

이에 따라‘필요 

요건’으로 수정함.

나는 내 흥미와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골고루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42

나는 내 진로에 있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한다면’은 가정의 

의미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를 갖도록 

수정함.

원 문항과 

같이‘계속’이라는 

표현을 강조함.

나는 내 진로에 있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계속 

걱정이 된다.

생산적 

대처전략
43

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으므로 원 문항의 

의미에 가깝게 ‘유지하려 

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비생산적 

대처전략
44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누락된‘as if’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다고 느낀다.

생산적 

대처전략
45

나는 내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라는 표현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는 내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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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진로결정 대처전략 척도 사용 허가(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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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Employment Barrier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By Jisik Min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0

Major Advisor: Sujung Choi,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barriers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four research hypotheses were set up. 

Firs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ill be suitable for predi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eco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employment barriers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has a direct effect relationship. Third, Meister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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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support form parent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hrough mediation of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 general self-efficacy also have a mediating effect on commitment t 

carrer choice. Fourth,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barriers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he population of the study is students attending Meister high schools in 

Korea. there was 15,362 students in 41 Meister High Schools in Korea. In 

this study, a sample was collected considering the area, major series, sex 

and grade of each school, 491 students were sampled from 8 school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ll survey items were confirmed through a pilot survey and main 

surve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18 days from October 2019, and 411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the inappropriate 

response result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alculation 

was done using STATA 14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using MPLUS 7.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as verified. The goodness-of-fit of the model was verified using 

five indices. Second, the support from parent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has a direct effect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imilarly has a 

direct effect on general self-efficacy an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barriers. General self-efficacy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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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 direct effect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barriers. Also, the employment barrier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have 

a direct effect on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hir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support from par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by partially mediated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 General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by partially mediated employment barrier. Fourth, productive coping 

strategie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and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ie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as verified. Second, all the relationships hypothesized in the 

structural model have a direct relationship. Third, the support of parents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has a mediating effect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hrough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 Fourth, 

the productive coping strategy and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y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general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 and relationship of 

employment barrie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Based on the conclus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career 

guidance for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guidance that promotes improvement of general self-efficacy a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barri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uce lack of job information and job 

competency among the lower factors of job barriers to support the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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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use appropriate instruments for research on employment barrier. 

Fourth,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at schools should consider productive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ies. Fifth, guidance in 

high school is needed to be more systematic so that coping experiences can 

be accomplished to learning.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s in research results and for future research. First, in order to 

improve measurement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 future research 

should take into accounts of formation process of sub-factors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ultilateral 

understanding of the employment barriers perceiving by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Third, future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confirm what factors 

hinder commitment career choice by comparing depending on high school 

type. Fourth, future validation study for the newly developed scale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 is needed.

Keywords: Meister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Employment Barrier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Student Number: 2018-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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