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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이 현 민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진로

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였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은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

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고,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대학소재지(수도

권, 비수도권), 전공(인문사회, 자연공학), 학년(저학년, 고학년)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조적 관계 검증

을 위해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도구와 인구통

계학적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로 290부를 분석하였고, 본조사로 561부를 회수하

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534부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 결과,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진로결정 .921, 미래시간관 .862, 진로결정관계성 

.939, 진로탐색행동 .938, 자기효능감 .913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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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 결과, RMSEA=.093, SRMR=.040, CFI=.935, TLI=.905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 AMOS 23.0, Mplus 6.12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연구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

관계성, 진로탐색행동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β=.141)을 미

쳤으며,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β=.189),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

(β=.519)을 미쳤으며,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β=.646)을 미쳤다. 또한 진로탐색행

동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β=.1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는 부트

스트래핑에 의한 추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

행동(β=.033)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

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β=.113)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

째, 구조모형 중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확인한 결과, 진로결정 구체성

은 학년과 대학소재지, 확신성은 대학 소재지, 적합성은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데 중

요한 변인이다. 셋째,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

아진다. 넷째,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진로관련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다섯째, 대학생이 진로관련 관계를 풍부하게 형성한다면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

다. 여섯째, 대학생이 진로관련 관계를 풍부하게 형성한다면 진로를 더 많이 탐색하게 된

다. 일곱째, 대학생이 진로를 많이 탐색할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여덟째, 대학

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진로를 더 많이 탐색하게 되고 진로결정의 수

준이 높아진다. 아홉째, 진로탐색을 많이 할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지지만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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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첫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미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되는 진로교육 프

로그램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탐색행동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의 진로결정의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에 대한 질적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의 하위구인과 관련하여 종단연구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

래를 대비하여 위해 현재 준비하게 하는 미래시간관을 높여줄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

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진

로탐색행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에서 진로관련 동아리, 교수님과 

진로상담, 졸업생 선배와의 만남, 취업컨설턴트 배치 등 학생활동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진로관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진로결정,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자기효능감, 진로교육, 

대학생, 대학 진로교육, 구조방정식모형, 조절효과

학  번: 2014-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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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김성환, 박상우, 

2008).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성인이 되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이다. Ginzberg, Super, Erikson, Tiedman & O’Hara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

결정이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의 ‘대학 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 대학생의 고민을 

조사한 결과, 약 60% 이상의 학생이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고, 대졸자의 실업률은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은 27.7%(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로 확인되었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 퇴사한 시점은 2년 전후가 가장 

많았고(28.4%), 퇴사 이유로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9.5%)가 가장 많았다. 이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직업을 선택하였고, 나와 맞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

이다. 즉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인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결정

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해 아직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다. 기존 고향자(1993)는 진

로결정을 진로미결정을 역으로 설명하고,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이 연속선 상에 있다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한편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은 각각 그 속성이 복잡하며 연속선 상

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Fuqua & Hartman, 1983; 이동

혁, 2011). 

진로결정의 초기 개념은 진로결정을 왜 하지 못할까에 관심을 갖고 미결정 이유를 확

인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진로결정을 결정과 미결정의 연속선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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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진로미결정을 역산하여 진로결정의 수준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고향자, 1993; 

김봉환, 1997). 그러나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은 그 속성이 복잡하여 진로결정과 진로미

결정은 별도의 개념으로 논의해야 하며(이동혁, 2011; 조규형, 2017; Fuqua, Hartman, 

1983), 특히 진로미결정을 역산하여 진로결정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

다(조규형, 2017). 

Fuqua와 Hartman(1983)은 진로미결정은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에 따

라 상황적 미결정, 발달적 미결정, 만성적 미결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황

적 미결정은 발달적 미결정과 만성적 미결정과 개념이 다소 중첩되며, 발달적 미결정은 

자기이해 및 진로대안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결정을 의미하고, 상황적 미결정은 환경적

인 스트레스로 인한 미결정을 의미하며, 만성적 미결정은 높은 불안 및 자아인식, 외부통

제요인 등으로 인한 미결정을 의미한다. 또한 Gati, Krausz와 Osipow(1996)는 진로미

결정을 진로결정의 어려움으로 설명하였다.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크게 준비부족(낮은 동

기, 우유부단함, 역기능적 신념), 정보부족(진로의사결정과정, 자아이해, 직업이해, 정보

획득방법), 불확실한 정보 등으로 정보수집 안됨(불확실한 정보, 내적갈등, 외적갈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진로미결정의 이유를 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의 속성은 다르고, 또한 진로미결정이라도 그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이동혁, 2011; Osipow, 1999; Savickas, 

1994).

한편 Jones와 Chenery(1980)는 진로결정상태를 결정성 차원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

하기 때문에 편안성과 이유를 포함하였다. 이처럼 진로결정의 속성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논의가 되고 있으나, 해당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

근에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게 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등

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다. 

Super의 진로발달단계에 대한 비판으로 Savickas(2004)는 구성주의 진로이론을 주

장하였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은 미래시간관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인식하고 적응적으

로 대처하여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적 역할 및 관계를 통해 

개인의 삶의 과정이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구성주의 진로이론이란 개인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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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 맥락적 요인과 상호

작용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이 진로분야에서도 미래시간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미래시간관은 개인의 적응력을 촉진시키는데, 진로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Savickas와 Profeli(2012)는 미래시간관을 가지면 직업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인식하고 통제하여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진로결정 및 준비가 용

이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시간관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응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설명

되고 있으며(Harber, Zimbardo, & Boyd, 2003), 구성주의 진로이론이 등장하면서 최

근 학교 및 진로교육 분야에서 미래시간관에 대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의 진로

탐색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이는 미래시간관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진로과정을 구성한다(Savickas 

& Porfeli, 2012). 특히 Young과 Collin(2004)는 진로 분야에서 사회적 관계 중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구성주의 진로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진로적응성도 개인이 둘러싼 맥락적 상

황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진로를 적응해나가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진로결정 및 발달의 

상황에서 개인을 둘러싼 사람을 포함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진

로발달에 있어 사회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진로

결정관계성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진로결정관계성은 자기결정성이론을 바탕으로 제

시된 변인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이론이며, 다양한 이론이 결

합되어 만들어진 메타이론이다(Deci & Ryan, 2004). 자기결정성이론은 세 가지의 기본

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탐색행동을 비롯한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

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끈기 등이 촉진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Deci & Ryan, 1985). 구성주의 진로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 환경 속에서 진로를 

구성해간다는 관점이고, 그 맥락적 환경 중 사람과의 관계가 관계성이다. 관계성은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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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유대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성이다(Baumeister & Leary, 1995). 

기존 진로결정 관련 연구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지지, 부모의 

진로지지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지지, 정서적지지 등 지지의 

영역이 가족 내에서 얻어야 하는 것과 가족 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분됨에도 이러

한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지원인 학교 

교내의 인물(선배, 롤모델)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의 맥락 속에서 모델링을 할 만한 사람, 활동을 함께 할 사람, 조언을 받을 사

람, 지지를 받을 사람 등의 구인으로 구성된 진로결정관계성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개인

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는 많은 진로발달이론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더 강

화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대가치이

론에 따르면 개인이 행동함에 있어 효능기대가 조절하는데,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행동을 함에 있어 효능기대가 조절할 것이다. 진

로탐색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기이해 및 직업이해가 높아지고, 대안을 고려하여 진로결정

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가 반

드시 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

결정을 높이기 보다 불안감을 유발하여 자신의 진로결정을 확신하지 않거나(Strome & 

Celik, 2018), Cheung과 Amold(2014)의 대학생 대상 종단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

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는 진로탐색행

동과 진로결정 사이에 제3의 변인이 조절 또는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탐색행동을 할수록 진로결정어려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 것

이 밝혀졌다(Strome & Celik, 2018).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이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진로탐색행동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진로결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에 선행되는 변인인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

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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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인과적 구조 모형을 검

증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이 형성되는 인과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의 

진로교육 운영에 대한 시사점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및 진로탐색행동

의 구조적 관계 검증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 학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결정의 수준을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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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성별, 학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

조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가?

연구 문제 3.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1.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32.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33.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34.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35.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4.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 문제 41.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 문제 42.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 문제 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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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진로결정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이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이다. 구성요인으로 적합성은 나에게 잘 맞는 진로가 결정된 정도, 

구체성은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정도, 확신성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결정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15문항

을 활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성요인은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이며, 문항

의 합산한 값이 클수록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미래시간관

미래시간관(future time perspective)은 시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인식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성 및 미래로의 연결된 정도를 현재의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정도이다. Walker

와 Tracey(2012)의 미래시간관 척도(Future time perspective scale)의 19문항을 번

안하여 활용하였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성요인은 가치, 연속성이며, 문항의 합산

한 값이 클수록 대학생이 인식하는 미래시간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진로결정관계성

진로결정관계성(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은 진로결정의 맥락적 상황 속

에서 타인과 관계가 형성된 정도를 의미한다. 김은영(2007)이 개발한 도구 22문항을 사

용하였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성요인은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이며, 문항의 합

산한 값이 클수록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결정관계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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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진로결정을 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최동선(2003)의 28

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성요인은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이며, 문항의 합산한 값이 클수록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97). Chen 외(2001)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번안하여 단일구인의 8

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합산한 값이 클수록 대학생이 인식하

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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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단계 내용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

현실기

Ÿ 탐색→구체화→특수화

Ÿ 탐색: 직업선택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함

Ÿ 구체화: 탐색한 직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계획 수립

Ÿ 특수화: 자신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함

Super의 
진로발달이론

탐색기

Ÿ 결정화→구체화→실행화

Ÿ 결정화: 자신의 진로분야 결정

Ÿ 구체화: 자신의 흥미, 가치 등 파악하여 자신의 진로분야

를 구체화시킴

Ÿ 실행화: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취업 준비를 실시

하여 입직함

<표 Ⅱ-1> 대학생의 진로발달단계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

가. 진로발달 이론

진로발달단계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Ginzberg, Super, 

Erikson, Tiedman & O’Hara의 이론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

화하고, 명료화하여 선택 및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Ⅱ-1> 

참조).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

정하고 구체화 하고 직업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학

자에 따라 결정 후 구체화 및 실행(Super), 또는 탐색 후 결정하는(Tiedman & 

O’Hara) 등 진로결정에 대한 인식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결정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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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단계 내용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

이론

청년기,

성년기
(젊은성인기)

Ÿ 정체성 대 정체 혼미(청년기)→친밀감 대 고립감(성년기)

Ÿ 청년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자아정체감 확립이 중요함.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탐색함

Ÿ 성년기: 청년기에 형성한 정체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조화

를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느낌

Tiedman &

O’Hara의 
이론

탐색,

구체화,

명료화

Ÿ 탐색→구체화→선택→명료화

Ÿ 탐색: 목표를 탐색함

Ÿ 구체화: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 함. 진로대안을 충분히 고려

하여 비교 및 평가하여,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준비를 함

Ÿ 선택: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

Ÿ 명료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함. 자신의 결정

에 대한 의심, 불안 등을 경감시키는 단계이며, 자신의 진

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짐

 

Lent와 Brown(2013)은 주요 발달단계(성장-아동, 탐색-청소년, 정립-노동자, 유지-

노동자, 은퇴-퇴직자/여가자)에서 적응해야 하는 진로행동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해당되는 청소년, 학생의 탐색 역할과 적응적 진로행동은 다음과 같다(<표 Ⅱ-2> 참조). 

발달기간 및 
주요 삶의 역할

적응적 진로행동

탐색
청소년, 학생

Ÿ 성장기 과제의 지속과 정교화

Ÿ 취업준비 및 취업기술 개발

Ÿ 가능한 진로경로 탐색(예, 책 읽기, 관찰하기, 공식/비공식적 과제수행,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Ÿ 진로관련 경험 및 스킬 요구(예, 학교, 알바, 봉사활동 등)

Ÿ 진로활동관련 결정(예, 과목 선택, 관련 레저활동 선택 등)

Ÿ 진로결정(예, 취업, 훈련, 대학원진학 등)

Ÿ 전환 관리(예, 학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학교에서 직업학교로)

Ÿ 더 세부적인 직업목표 및 계획 설정

자료: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p. 560

<표 Ⅱ-2> 대학생의 적응적 진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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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기에 해당되는 탐색시기에는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전 학생 시기에 가능한 

진로경로 탐색, 진로활동 관련 결정, 진로결정, 전환관리, 더 세부적인 직업목표 및 계획 

설정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표 Ⅱ-2> 참조).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화 하고 직업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나. 구성주의 진로이론 

구성주의 진로이론은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구

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Savickas(2004)는 Super의 진로발달단계를 비판하면

서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의 주체는 개인이고, 개인이 직면한 맥락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진로발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맥락과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 또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

응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진로에 적응한다는 진로적응력 개념을 제시하

였다.

Gasper(1999)는 특정 지역의 우리의 사회 관습과 제도, 사회관련단체와 관련된 상호

작용과 협상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사회의 사회맥락적인이 중요

하며, 특히 상호작용을 맺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Young과 

Collin(2004)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진로분야에 적용시켜 설명하였으며, 개인이 사회적 

과정과 행동을 통해 구성주의 관점에서 얼마나 개인이 인지적으로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지 관심이 있다.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적 광의 요소에 따라 구성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실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가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업적 경력은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구성되는데, 이는 가족의 진

로나 주변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진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진로를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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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Young & Valach, 2004). 또한 구성주의 진로이론 관련하여 미래시간관이 개

인의 경력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asbender, Wohrmann, 

Wang, & Klehe, 2019), 진로적응과 미래시간관은 중요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진로발달을 설명한 주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진로발달을 정의하고 있다. Super(1957)는 진로성숙이란 각 진로발

달단계에서의 과제를 숙달하고 각 단계의 이행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나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 Super와 Kidd(1979)는 진로성숙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직업학

교와 직업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Super와 Knasel(1981)은 진로성숙을 

진로적응성으로 대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Savickas(1994)는 진로적응성을 변화하는 일과 근무조건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Savickas(1997)은 진로적응성은 예측할 수 있는 업무 역할에 대한 준비와 

수행, 지장이나 근무조건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조정 상황에 대한 준

비도로 정의하였다. 진로적응성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Savickas(2005)는 진로적응성을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개인적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

사회적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위구인으로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으로 설명하였다. 

Savickas와 Porfeli(2012)는 진로적응성을 크고 작은 개인의 사히적 통합을 변화시키는 

직업역할에서 당면하거나 예상되는 과업, 전환,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자원을 나

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적응성 자원(adaptability resource)

은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및 직업적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소하고 복잡하며 불

투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자기조절적 자원 또는 역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진

로적응성 자원이 진로적응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이고,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사회가 부여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처리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진로구성주의에 따르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 대해 관

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진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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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Young과 Valanch(2004)는 진로결정 및 생애

진로 관점에서 진로를 적응해간다고 할 때, 개인적이고 공유된 개념이나 목적에 대한 기

대(목표, 최종 상태를 위해 노력하는 것)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1) 목표설정, 2) 인지적 방향 설정을 위한 전략, 3) 잠재인 자기조절을 포함한 운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Young, Marshall과 Valach(2007)은 진로는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로 구성에 있어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 문화, 사람

과의 관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진로와 문화 사이에서 잘 구

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미래(진로결정 및 진로구성)는 혼자만의 이벤트가 아

니다.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포함한 복잡한 목표 구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Young et al, 2001). 또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Savikcas 외(2009)는 진로구성이란 개인의 고유한 흥미, 능력, 가치관을 사회적 환경

에서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개인이 스스로 탐색하여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Savickas는 적응(adapt)이라는 용어를 adaptivity, adaptability, adapting, 

adaptation의 과정으로 설명한 진로적응모형을 이론적 틀로 설명하였다. 진로적응의 과

정을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로 이루어진 순차적 과정으로 상세화시켰다

(Savickas & Porfeli, 2012). 적응준비는 내적인 심리적 특질에 해당하며 동기를 부여

하고 변화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 자원(적응자원)을 통해서 진로관련 상황들

에 잘 대처하고자 하는 적응적 행동 수행(적응반응)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적응반응들

은 궁극적으로 성공, 만족, 성장으로 나타나는 적응결과로 연결된다. 그리고 진로적응자

원은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및 직업적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소하고 복잡하며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자기조절적 자원 또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그

리고 진로적응자원은 진로적응성을 반영한다고 보았다(Savickas & Porfeli, 2012). 이

것은 개인 내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 속에서의 인간에게 있는 심리사회적 구조의 적응능

력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축적되는 개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진로적응성은 

적응자원으로써, 특질보다 변화가 용이하고, 인간의 내면과 외부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발달하며, 적응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응전략과 적응행동을 형성하는 자기 조절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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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회적 역량이다. 나아가 이 자원을 좀 더 내구성 있는 정신적인 측면과 좀 더 변화 

가능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복합체로 보고 관심․통제․호기심․확신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하였

다(Savickas, 2005, 2013; Savickas & Porfeli, 2012).

다. 자기결정성이론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는 성격발달과 동기부여 된 행동의 변화

에 대한 이론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심리적인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기체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Deci & Ryan, 2002).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외부적 보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상반된 입

장을 취하는 것으로 인간은 스스로 동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칭찬, 상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내재적 동기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에서 발전된 것으로, 외재적 보상은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과 질 모두 방해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Deci & Ryan, 

1980). 자기결정성 이론의 인간에 대한 가정은 긍정심리학과 맥을 같이하는데 1) 인간

은 주도적이고 잠재적인 존재이다. 2) 인간은 선천적으로 성장 및 개발할 수 있는 조직

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3) 인간은 이러한 활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인간은 관심, 호기

심, 보살핌으로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외재적 보상이 없어도 내재적 동기로 열정, 창

의성,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적인 사회

적 존재로 설명한다. 자기결정성이론은 공식적으로 인지평가이론, 유기체통합이론, 인과

성지향이론, 기본심리욕구이론, 목표내용이론, 관계동기이론이라는 6가지 미니이론으로 

구성된 메타이론이다(이한주, 김현수, 2016) 

자기결정성이론의 기본심리욕구이론 의하면 인간이란 성장하고,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

고 새로운 경험을 통합하여 일관된 자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가진 적극적인 유기체이

다.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은 개인의 발달을 위한 긍

정적인 원인이 되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표현된다.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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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심리적인 안녕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율성

(autonomy)는 타인으로부터 통제받거나 강요당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욕

구를 의미한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과 지기조절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에 따른

다. 유능성(competence)는 개인의 역량, 기술을 추구하고 숙달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자신의 능력을 연습하고 확장하고 표현하는 기회와 경험을 갖게 한다.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대의 명료화, 유관성의 명료화, 피드백의 제공, 과업 작게 나누기 등이 있다. 마지

막으로 관계성(relatedness)은 모든 사람들은 타인과의 다정한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

고, 집단에 소속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관계형성은 주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로, 타인과의 관계성은 외적 가치를 내적으로 내면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

해준다(Deci & Ryan, 2004).

자기결정성, 즉 자율성 정도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다르며, 그러

한 조절이 내면화된 정도에 따라 5가지 조절유형으로 구분된다(Deci & Ryan, 2002). 

이 중 외적조절(external regulation)은 외부의 요구나 보상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말하

며,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수치심을 피하려는 동

기이다.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은 주어진 목표의 가치, 개인적인 중요성 때

문에 스스로 행동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적조절(intrinsic regulation)은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외적조절과 부과된 조절은 통제동기로, 

확인된 조절과 내적조절은 자율동기로 구분된다(정유지, 이은주, 2016; Deci & Ryan, 

2004). 

라. 기대가치이론 

기대이론은 조직 내 개인이 목표수행을 통하여 노력하면,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는 개념에 착안하여 제시된 개념이다.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동기

유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결과 혹은 보상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유인가: 

valance),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으며(기대치: 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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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높아지면 보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수단성: instrumentality)는 가정

에 근거한다. 이 기대이론은 앞 자리를 따서 VIE모형이라고 부른다. Vroom은 현재 내가 

성과를 기대하면 동기가 발생하여 그 성과를 더 잘 이룬다고 이야기한 개념이며, 개인의 

노력에 기대치가 더해져 성과를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대학생의 진로 상황에 적용

한다면, 개인의 행동에 잘 될 것이라는 자기효능감과 기대를 더해 진로목표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Snead & Harrell, 1994).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은 개인이 당면한 상황에 대한 믿음과 가치

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신의 태도를 개발 및 수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행

동 및 성취동기는 기대와 가치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다고 주장한다. 기대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지각된 성공가능성을 의미하고, 가치는 목표나 보상 등의 선택 결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가치를 의미한다. 기대가치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행동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가치는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내재

적 가치와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미지 등인 획득 및 활용가치, 수행에 대한 비용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사람의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 특정한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연결된 기능이라고 가정한다. 교

육적 결과가 성취될 수 없거나 가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학생은 동기화되지 않

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Bandura(1986)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가치만으로 수행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 때 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기대가치이론에서 동기는 한 가지 주어진 행동 경로가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가치는 결과에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조절한다. 사람들은 수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따

라서 결과기대의 영향을 동기화하는 것은 효능감 신념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를 받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차이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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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차이
자료: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결과에 대한 기대는 특정 행동 이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므로 후견(afterthought)의 

개념이고, 효능기대는 앞으로 수행할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므로 

선견(forethought)의 개념이다(Bandura, 1977). 개인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효능기대

를 설정하고, 행동 이후에 결과를 예측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효능기대

가 낮기 때문에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론

을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과정에 비추어 설명하면,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진로와 

관련된 진로탐색행동, 행동이 진로결정, 결과가 진로결정에 대한 결과인 취업, 진학 등으

로 설정할 수 있다. 

2. 진로결정

진로는 직업에 포함된 활동과 지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하는 

일과 관련된 활동을 모두 의미한다(고향자, 1993). 진로결정이란 진로의사결정, 진로결

정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진로결정은 그 측정에 따라 유무(결정, 미결정), 

수준(높고 낮음의 정도),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진로결정 여부는 결정과 미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최근 이를 비판하여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은 각각 복잡한 속성이므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비판의견이 있다. 진로결정은 결정 상태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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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다(고향자, 1993; 김봉환, 1997; 이기학, 김계현, 1997; 김민배, 문승태, 2004; 

이성식, 정철영, 2007; 김춘경 외, 2016; Osipow, 1980; Jones, 1989; Leierer, 

Peterson, & Reardon, 2017). 진로의사결정은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의 유형으로 ‘의

사결정의 유형’으로 설명된다(고향자, 1993,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Harren, 

1979). 

이 연구의 진로결정은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한 높고 낮음의 정도로 그 수준을 의미한

다. 진로결정의 높고 낮음의 수준을 확인하고 구인화를 위해 기존 연구의 진로결정 개념

과 구성요인, 측정도구, 유사개념 등을 살펴보았다. 

가. 진로결정의 개념 및 구성요인

1) 진로결정 개념

진로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국

내 2000년대 이전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를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학과와 관련된 직업선택을 실시한 정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향자

(1993)는 진로결정을 대학생들이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당시 대학생은 전공을 변경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해당 전공의 진로를 설졍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진로를 결정한 것을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김봉환

(1997)은 진로결정을 현재 상태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대학에서 전공선택의 확신 또는 졸업 후 자기가 종사할 직업의 구체적인 직업 

분야의 선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 시기에 대학을 진학한 대학생에게는 해당 전

공의 진로분야를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로결정을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확신으

로 설명하였다. 또한 대학 기간 내와 대학 이후를 구분하여, 졸업 이후 자신이 종사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분야 선택으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진

로결정수준을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여, 연속선 상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대학 졸업 이후 일과 관련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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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하였다. 2000년대 이전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학 졸업 이후의 전공관련 

진로에 대한 결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해 확신이 있

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국내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자신의 진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대학생이 자

신의 전공과 잘 맞지 않는다면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정하면 되며, 나에게 적합한 진

로를 설정한 정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로결정의 수준을 결정과 미결정의 양극단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김민배와 문승태(2004)는 진로결정을 개인이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한 전체 단계의 수준을 의미하며, 직업선택의 확신 정도로 정의하였다. 진로

에 과정적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이성식과 정철영(2007)은 진로결정을 대학생들

이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대

학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2010년 이후 최근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속성이 복잡하여 진로결

정을 결정과 미결정의 연속선 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진로결정의 속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동혁(2011)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은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

는 양 극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하위개념을 갖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

다. 또한 진로미결정의 수준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

고, 반대로 진로결정의 수준이 낮다고 해서 진로미결정의 수준이 높다고 이해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김춘경 외(2016)은 진로결정을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하여 진로설계의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Osipow(1980)은 진로결정의 도구를 개발하고 진로미결정을 역

산하여 진로결정을 측정하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은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이해 부족, 직

업선택필요성 부족 등과 확신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Jones(1989)는 진로결정상

태(career decision state)를 설명하면서 진로미결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진로

결정하는 사람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직업이나 진

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진로결정을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

했고, 이에 편안함을 느끼고 미결정 이유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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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정의

Osipow

(1980)
Ÿ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고 미결정 이유가 없는 상태

Jones (1989)
Ÿ 직업이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였으며, 이에 편안함을 느끼고, 미결정 이유가 

없는 상태

고향자
(1993)

Ÿ 대학생들이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

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 곧 역으로 진로미결정수준을 의미함

김봉환
(1997)

Ÿ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

택을 의미함

<표 Ⅱ-3> 학자별 진로결정 정의

과거 진로결정 연구는 진로미결정의 이유를 조사하여, 미결정 이유를 소거하면 진로결

정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상담 장면에서 진로미결정의 내담자를 미

결정이유를 소거시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최근 연구인 Leierer, Peterson과 Reardon(2017)은 진로결정상태(career decision 

state)는 개인의 진로목표에 대한 주관적 상태 또는 의식상태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점으로 진로결정을 진로목표가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으며, 의식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진로결정의 협소한 개념으로 진로태도성숙의 하위구인인 결정성(이기학, 한종철, 

1998)과 진로결정성숙수준(고홍월, 2007)이 있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구인인 결정성의 

정의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의 태도를 의미한다. 진로태도가 성숙한 사

람들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등이 높아야 한다.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서는 진로방

향에 대한 확고성의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진로의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결정에 대한 확고성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홍월(2007)의 진로결정성

숙수준은 진로결정 내용 상태와 수준으로 정의되며, 진로결정성숙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확신의 정도가 높다(<표 Ⅱ-3> 참조). 



- 21 -

학자명 정의

김봉환,

김계현(1997)

Ÿ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념을 양극단

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함

Ÿ 대학 졸업 이후 일과 관련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정

도를 의미함

김민배,

문승태(2004)

Ÿ 개인이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의 수준임. 대학생의 직업선택

에 대한 확신 정도임

이성식,

정철영(2007)
Ÿ 대학생들이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함

이동혁(2011)

Ÿ 결정수준과 미결정 수준이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는 양 극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

한 하위개념을 갖는 다차원적인 개념

Ÿ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결정수준이 높다고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진로결정 수준이 낮다고 해서 진로미결정 상태라고 이해할 수 없음

김춘경 외
(2016)

Ÿ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하여 진로설계의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

루어진 결과,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상태

Leierer,

Peterson,

Reardon(2017)

Ÿ 진로결정상태(career decision state)는 개인의 진로목표에 관한 주관적 상태 또

는 의식 상태

이기학, 한종철
(1998)

Ÿ 진로태도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의 태도를 나타내
는 결정성 차원

고홍월
(2007)

Ÿ 진로결정성숙수준은 진로결정 내용 상태의 수준: (목표의 유무(내용, 구체
성, 적합성), 목표의 확신정도, 대안, 준비행동(여부, 적합도), 미래계획(단기
계획, 중장기계획))

진로결정 초기 연구(Osipow, 1980; Jones, 1989; 고향자, 1993)는 진로미결정에 관

심을 두고, 진로결정의 수준에 미결정의 이유에 관한 개념을 포함시켰다. 특히 

Jones(1989)는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내 초

기 연구(고향자, 1993; 김봉환, 1997)는 진로결정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는 당시 대학의 기능이 대학이 해당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김봉환(1997)과 김봉환, 김계현(1997)은 대학

시기와 대학졸업이후로 구분하여 진로결정을 정의하였다. 이성식, 정철영(2007)은 대학

생의 진로를 진학, 취업 등 향후 진로로 확장하여 제시하였고, 김춘경 외(2016)는 바람

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시하여 진로

결정의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미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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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이다. 국내 1990년대 학자들은 전공과 관련된 진로로 단정 지어 정의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학자들은 ‘자신의 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전공과 관련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희망하는 진로의 개념으로 확장 지어 설명하였다. 직업의 자기실현과 

대학교육이 보편화 됨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를 전공 관련 진로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설정하는 것을 장려하되 더 맞는 진

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러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이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결정한 정도의 높고 낮은 수준을 의

미한다.

2) 진로결정 구성요인

진로결정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양적연구의 측정도구로는 국내의 고향자(1993), 고홍월, 

김계현(2008), 국외의 Osipow, Carney와 Barak(1976), Jones(1989), Mu(1998), 

Saka와 Gati(2007), Penn과 Lent(2016), Leierer, Peterson과 Reardon(2017)의 구

성요인과 문항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진로결정 수준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고향자(1993)의 도구는 

Osipow, Carney와 Barak(1976)의 진로결정척도(CDS: Career Decision Scale)을 번

안한 것이다. 진로결정척도(CDS)의 구성요인으로 확신과 진로미결정 이유를 설정하였다. 

진로미결정의 이유를 정리하면, 자기에 대한 이해(흥미, 적성, 가치관), 진로계획, 직업에 

대한 이해(직업 정보), 대안 고려로 구분된다. 이 도구는 진로미결정 이유를 역산하여 진

로결정수준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충족된다면 진로결정을 했다고 설

명한다. 진로결정 프로파일(CDP: Career Decision Profile)은 진로결정을 결정성, 편안

성, 이유의 세 차원에서 접근하여 진로결정상태모형(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으로 설명하였다(Jones & Chenery, 1980). CDP(Career Decision Profile)는 결정성, 

편안성, 미결정이유로 구인화 되어 있고, 결정성은 내가 희망하는 직업분야 및 직업을 결

정한 것이며, 편안성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의미한다(Jones, 

1989). 미결정 이유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흥미, 성격,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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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였다. Jones와 Chenery(1980)는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이 진로결정이나 수행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거나 미결정하게 된 이유로 

자기명료성과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과 진로선택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

다. 진로결정상태모형은 진로결정을 결정과 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진로결정수준이 정서적 편안성 수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정성

을 결정여부로 측정하고 있어, 결정에 대한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되지 못하고 있

다. 

Osipow(1980)는 진로결정의 구성요인으로 ‘결정성(decidedness)’의 희망하는 직

업분야, 직업(occupational field, want to work in, occupation, want to enter)에 대

한 개념을 추가하였다. 또한 확신을 편안한 감정으로 설명하였다. 미결정의 이유로는 

Osipow(1980)의 구인과 비교하여 더 구조화시켰으며,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미결정성, 일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Leierer, Peterson과 Reardon(2017)의 CSI(Career State Inventory)는 확신, 만

족, 명확성으로 구인화 되어 있고, 기존 도구에서 확신과 만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명확성(clearity)’ 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상태(career state)의 확신을 여

러 희망 진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면, 그것을 확신의 상태로 설정

하였다. 만족은 그 결정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Osipow(1980)의 

확신과 Jones(1989)의 편안성의 개념과 유사하다. 한편 명확성(clarity)은 직업적인 명

확성과 진로와 내 삶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자신감을 의미한다.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진로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고, 명쾌하게 결정하였고,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

움이 없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기존 도구는 직업적인 명확성과 진로와 삶의 목표에서

의 추구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명확성은 진로정보처리이론(CIP)에 

따르면 진로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가질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정보

처리 피라미드(Petersn, Sampsn, & Readon, 1991)는 지식영역(자기이해, 직업이해), 

진로의사결정기술 영역, 실행 영역(진로결정)의 단계를 설명한다. 

Penn과 Lent(2016)은 SCCT의 경로분석을 위해 진로결정성(career decidedness)

도구를 단일구인 3문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학문분야에서 일반적 직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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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구성요인

Osipow

(1980),

고향자(1993)

확신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진로미결정
대안없음, 우유부단, 흥미/적성/가치관 이해 부족, 직업정보 

부족, 불확실성, 진로계획 없음

Jones(1989)

결정성

(decidedness)
내가 희망하는 직업분야, 직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

편안성

(comfort)
나의 결정에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내용임.

미결정 이유

(reasons)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적 교육적 정보 부족, 미결정성, 선

택-일 중요성에 대한 이유임

Penn & Lent

(2016)
-

나는 공학, 문학, 사회학 등 학문분야에서 일반적 직업분야

로 진로옵션을 줄이고 있다. 나는 내가 희망하는 특정 직

종이나 직책을 결정했다. 진로를 확신하고 있다. 의 문항임

Leierer,

Peterson,

Reardon

(2017)

확신 

(certainty)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certainty about a career goal)

만족 

(satisfaction)
진로목표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with a goal)

명확성 

(clarity)

직업적 명확성과 진로와 내 삶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자신감

<표 Ⅱ-4> 진로결정 도구의 구성요인

로 진로를 구체화 하고 있고, 내가 희망하는 특정 직종이나 직책을 결정하고, 이를 확신

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진로결정을 의미한다. 구성요인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만족’, ‘편안’, ‘확신’ 등을 사용하여 ‘진로에 대해 

편안하고 굳건히 믿는 것’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고, 내가 희망하는 직업분야, 직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결정성’의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직업적 명확성과 진로

와 내 삶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명확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명확성’개념이 제시

되었다(<표 Ⅱ-4> 참조).

이 외에 진로결정과 유사개념이자 단일구인인 도구로 고홍월과 김계현(2007)의 진로

결정성숙수준, Mu(1998)의 진로관련 목표설정수준(the level of Career-related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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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Saka와 Gati(2007)의 고려한 진로대안의 범위(Range of Consider 

Alternatives)를 살펴보았다. 고홍월과 김계현(2007)은 진로결정성숙수준을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로가 있다는 것을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Mu(1998)의 CGS는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직업 및 경력, 실현가능성 등이 목표설정수준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Saka와 Gati(2007)의 RCA는 진로대안의 범위로 진로결정이 높은 것은 희망하는 진로

에 대한 방향과 확신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표 Ⅱ-5> 참조). 

도구명 학자 문항

진로결정 성숙수준

고홍월,

김계현
(2007,

2008)

10점: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로목표가 있음.

7점: 내용과 방향은 분명하나 구체성이 부족함.

4점. 방향과 내용만 있음.

2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고려한 방향 정도 있음

1점: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상태에서 큰 방향만 있음.

구체적인 진로목표가 있으며,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방향 

정도 있을 수 있음.

진로관련 

목표설정수준 

(CGS)
Mu(1998)

진로목표가 구체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 및 경력

을 희망하고 있는지, 희망하는 진로결정이 실현가능한지

에 대한 것임

고려한 진로대안의 

범위 (RCA)
Saka &

Gati (2007)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방향이 있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것임

<표 Ⅱ-5> 진로결정 개념의 문항

이를 종합하면, 진로결정성숙수준은 진로결정뿐만 아니라 준비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로관련 목표설정수준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측정하고 있어 목

표를 설정했다는 것에 ‘확신’ 및 ‘실현가능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RCA는 방향과 확신에 대해 묻고 있어서 방향을 논하기 전에 ‘확신’이 전제된 방향이

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대학생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인 근거이론을 활용한 질적연구 4편을 중심으로 진로결정 ‘결과 상태’의 

개념을 확인하였다(김효정, 김봉환, 2011; 이윤경, 강순희, 2017; 임은미, 2011;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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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요인 및 내용
임은미

(2011)

Ÿ 안정감
Ÿ 성공에 대한 확신 추구

김효정, 김봉환

(2011)

Ÿ 취업을 위한 목표 설정
Ÿ 자기이해 및 직업이해 고려 결정

최진영, 이광호

(2012)

Ÿ 취업이미지: 취업이 생생하게 그려짐
Ÿ 의구심: 취업준비에 의구심이 생김. 확신의 반대
Ÿ 진로결정 시 자기이해와 직업이해 고려
Ÿ 대안고려

이윤경, 강순희

(2017)

Ÿ 진로방향: 진로방향을 설정함
Ÿ 삶의 방향: 진로결정으로 삶의 방향이 생각하게 됨
Ÿ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
Ÿ 대안설정: 대안을 정하거나 재조정함
Ÿ 확신

<표 Ⅱ-6> 선행 질적연구의 진로결정 요인

이광호, 2012). 근거이론은 현상을 이론화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패러다임모형을 활용하

여 분석하는데,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를 진로결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표 Ⅱ-6> 참조).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근거이론으로 설명하였으며, 진로결정의 결

과로 안정감과 확신을 중요하게 제시하였고, 김효정과 김봉환(2011)은 청년구직자의 진

로결정을 근거이론으로 설명하여, 취업을 위한 목표 설정, 자기이해 및 직업이해 고려한 

결정을 제시하였다. 최진영과 이광호(2012)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근거이론으로 제시

하였고, 입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중심현상으로 제시하였고, 결과로 취업에 대한 구체적

인 이미지, 취업에 대한 확신(의구심), 자기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한 결정, 대안 

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이윤경과 강순희(2017)는 전공과 희망진로가 일치하지 않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과 희망진로 불일치 학생의 진로결정을 근거이론으로 제시하였고, 

진로결정의 속성으로 진로방향 및 삶의 방향,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결정, 여러 요소를 통

한 결정, 대안 설정 및 재조정, 진로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였다.

질적연구는 오늘날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속성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업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취업을 위한 방향 설정,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

로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는가?’에 대한 구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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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기이해와 직업이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인지, 나에게 잘 맞는 진로인지, 대안을 설정한 뒤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바

탕으로 ‘나에게 적합한 진로인지?’에 대한 구인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안정감을 갖

고, 성공에 대한 확신 추구, 의구심, 확신 등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지?’에 

대한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구인화를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종합하여 진로결정의 하위구인을 설정하였다. 

진로결정은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

로, 나에게 적합한 진로는 ‘적합성’, 구체적으로 결정은 ‘구체성’, 이에 대한 확신

‘확신성’의 구인으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진로결정의 속성이 높고 낮은 정도로 정의하였고, 선

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 진로결정의 속성으로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설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의 정의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이다. 구성요인으로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구성하였다. 

적합성은 ‘나에게 잘 맞는 진로가 결정된 정도’, 구체성은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정도’, 확신성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믿으며 유지하려고 하며, 수

행에 대해 믿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 

적합성의 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Holland, Daiger와 Power(1980)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picture)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이기학과 한종철(1997)은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위

해 흥미, 적성, 가치관을 아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태환(2019)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고려

하여 직업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진로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 전제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특히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탐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효정, 김봉환, 2011; Lent & Brown, 2013; Lent, Brown, & Hackett, 

1994; Savickas, Profeli, Hilton, & Savickas, 2018).

한편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대안 고려의 중요성을 언급한 학자도 있었

다(이윤경, 강순희, 2017; Peterson et al., 1996; Slaney, 1980; 1988;  Saka, G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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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주요 내용

Holland, Daiger,

& Power (1980)

Ÿ 자신의 목표(goals), 흥미(interests), 성격(personality), 재능(talents)

등에 대한 명확한 그림(clearer picture)이 있는 것
Ÿ 직업적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에 대한 정

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이기학,

한종철(1997)

Ÿ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적재적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내가 정한 흥미, 적성, 가치관에 의해 직업을 결정해야 함

김태환(2019)

Ÿ 흥미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여야 함. 즉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결정하여야 함. 진로결정에 있어
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실시하여야 함

Lent, Brown,

Hackett(1994),

Lent & Brown(2013)

Ÿ 진로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특히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이 전제되어야 함

Savickas, Porfeli,

Hilton, &

Savickas(2018)

Ÿ 진로결정에 앞서 자신에 대해 이해,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함

김효정,

김봉환(2011)

Ÿ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해 자기이해 및 직업이해가 중요함. 직업에 
대해 이해하여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

Slaney(1980;

1988)

Ÿ 직업적 대안 중 선택함에 있어 대안목록을 만들어서 이 중 우선순위
를 매김. 진로결정상태를 대안목록과 대안의 우선순위로 확인함 

Peterson et al

(1996)
Ÿ 진로정보의 해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 및 선별함

Saka, Gati(2007)
Ÿ 진로결정에 앞서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안 중 자신의 기준에 

따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함

이윤경,

강순희(2017)

Ÿ 진로결정을 위해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자신의 전공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자신의 
이해와 직업이해를 바탕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표 Ⅱ-7> 진로결정의 적합성 선행연구 종합

2007; Zenner & Schnuelle, 1976). 그 결과 자기이해(흥미, 적성, 가치관), 직업이해(희

망 직업, 직업세계), 대안고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표 Ⅱ-7> 참조).

 

구체성의 정의는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정도’이다. 구체성의 속

성을 도출하기 위해 진로결정이 구체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Jones(1989)는 ‘내가 일하고 싶은 직업분야(work in)’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으로, Penn과 Lent(2016)은 ‘직업분야’, ‘직종이나 직책’, ‘직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Savickas 외(2018)은 work, want to do, occupation의 용어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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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주요 내용
Slaney(1980),
Leierer,
Peterson,
Reardon(2017)

Ÿ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일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는 것임.

Jones(1989) Ÿ 내가 일하고 싶은 직업분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
Penn & Lent

(2016)

Ÿ 자신의 진로결정이 명확한 것으로, 학문분야에서 직업분야로 세분화시켜 방
향성을 설정하고, 특정 직종이나 직책 등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

Mu(1998),

Bansberg &

Sklare(1986)

Ÿ 진로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내용과 방향은 있으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

Young,

Marshall, &

Valach(2007)

Ÿ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포함한 복잡한 목표구조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며,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이 필요함.

Saka,

Gati(2007)

Ÿ 진로목표설정은 내용 방향, 목표, 계획으로 구체화됨. 이 과정은 대안을 
통해 고려되며, 확신이 요구됨

고홍월(2007),

최진영,

이광호(2012)

Ÿ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졸업 이후의 것으로, 고려한 방향이 있고, 미래를 
위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함

김효정,

김봉환(2011)
Ÿ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Savickas

(2018)

Ÿ 직업에 입문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적응적으로 진로발달을 실시하여야 함

<표 Ⅱ-8> 진로결정의 구체성 선행연구 종합

다. 이처럼 진로라는 것을 직장, 직업, 직무, 직업분야 등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Saka과 

Gati(2007)은 진로목표설정의 내용이 방향, 목표, 계획으로 구체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홍월(2007)은 방향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진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도 있었다(김효정, 김봉환, 2011; Savickas, 

2018).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직업/직무, 목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도출

하였다(<표 Ⅱ-8> 참조).

 

확신성의 정의는‘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믿으며 유지하려고 하며, 수행에 대해 믿는 

정도’이다. 확신성의 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Osipow(1976)을 

중심으로 결정에 대한 확신감이 중요하다는 주장(임은미, 2011; Saka, Gati, 2007; 

Leierer, Peterson, Reardon, 2017)이 많았다. 이 외에 Jones(1989)는 진로결정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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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결정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제시하였다. Lent, Brown과 

Hackett(1994)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제시하며 자신의 진로결정을 유지해가는 관점과 

자신감을 제시하였고, Taylor와 Betz(1983; 1996)은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믿

음으로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편안함, 믿음, 성공에 대한 확신, 유지, 자신

감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표 Ⅱ-9> 참조).

관련 연구 주요 내용

Osipow (1976) Ÿ 결정에 대한 확신

Jones(1989) Ÿ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임

Saka, & Gati(2007),

Leierer, Peterson,

Reardon(2017)

Ÿ 진로결정이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함

Lent, Brown,

Hackett(1994)
Ÿ 자신의 진로결정을 유지해 감

임은미(2011)

Ÿ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 지지하고 유지함
Ÿ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수준임
Taylor &

Betz(1983; 1996),

이기학, 이학주(2000)

Ÿ 진로탐색 및 결정 상황에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Lent, Brown,

Hackett(1994),

Lent & Brown(2013)

Ÿ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진로탐색(과정) 및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고, 결정 이후에도 결과에 대해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

<표 Ⅱ-9> 진로결정의 확신성 선행연구 종합

3) 진로결정 유사개념  

진로결정의 유사개념으로 진로성숙, 진로결정 성숙,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선택몰입,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을 선정하여, 진로결정과의 개념

적 차이를 확인하였다(<표 Ⅱ-10> 참조).  

진로의사결정유형(career decision making style)은 의사결정유형에 진로의 맥락을 

적용시킨 것이다. 이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설명되며, 진로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유형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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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고 결정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 직

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의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보

탐색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기초로 상상과 정서적 자각을 사용한다.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수동적이고, 의사

결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다.

진로결정은 진로를 결정한 높고 낮음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진로결정성숙수준은 진로

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수준(고홍월, 김계현, 2008)으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

정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속성을 측정하고 있다. 단, 양적 측정도구로 개발된 것

이 아니라 단일 문항으로 제시된 것이며, 진로를 결정한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에 대한 하나의 속성에 대한 것이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적재

적소에 선택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태도(이기학, 한종철, 1997)로, 결정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다음 과정을 잘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진로결정보

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해 명확한 그

림이 있는 것(Holland, Daiger, & Power, 1980)으로 자아상에 관한 것으로, 진로정체

감은 진로를 탐색하고, 몰입하고, 재고려하는 학생을 유형화한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은 진로탐색 및 결정 상황에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Taylor & Betz, 1983)으로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신념

에 대한 것으로, 진로결정에 선행되는 변인이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김태

환, 2019)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변인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했

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행동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을 의미(김봉환, 김계현, 1997)하며, 진로탐색행동

과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취업준비행동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 준비

하는 행동이며, 진로탐색행동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최동선, 2003)을 의미한다. 진로의사결정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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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의사결정

Ÿ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
지 대안을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과정에 전념하는 의사결
정 및 심리적 과정(Harren, 1979)

Ÿ 진로결정은 결정한 상태를 의미하지

만, 진로의사결정은 진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유형화한 것임

Ÿ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

진로결정 

성숙수준

Ÿ 진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결정

한 수준(고홍월, 김계현, 2008)

Ÿ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속성임

Ÿ 단일 인터뷰 문항으로 ‘진로를 결정

하였습니까?’문항에 0점에서 10점으

로 응답하게 제시한 문항임

진로 

성숙도

Ÿ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적재적소에 선택하고, 이

에 적응하기 위한 태도(이기학,

한종철, 1998)

Ÿ 구인: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 목

적성, 준비성 

Ÿ 결정성, 확신성

Ÿ 진로결정이 높은 학생들이 다음과정

을 잘 준비하고 적응하고 있는 태도

Ÿ 목적성은 진로결정이 개인의 흥미,

적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가

정함. 그 외 직업가치관(명예, 돈 등)

구인은  역코딩하여, 이에 대한 가치

를 추구하는 사람은 목적성 점수가 

낮게 됨. 개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

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정방식에는 제한이 있음

진로 
정체감

Ÿ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

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이 있는 

것(Holland, Daiger, & Power,

1980)

Ÿ 진로발달의 과정으로 진로결정의 상

태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Ÿ 진로결정은 진로정체감의 ‘성취’유형

의 학생을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수

<표 Ⅱ-10> 진로결정 유사개념 비교 

결정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진로결정과 다르다.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은 진로탐색행동이

나 진로준비/취업준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효능감에 대한 

내용으로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

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동일시’구인이 진로결정 행동과 진로준비 행동을 아우르

고 있다. 한편 진로결정성숙수준은 분명한 목표에 대한 것을 측정하지만 단일문항으로 측

정하므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진로결정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표 Ⅱ-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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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인: 진로탐색(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진로

몰입확신, 진로일체감), 진로재고

려(진로자기의심, 진로유연성)

(Porfeli et al., 2011)

준이라 설명함

Ÿ 진로정체감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상태에 놓인 학생을 유형화하여 제

시한 것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Ÿ 진로탐색 및 결정 상황에서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자 

신념(Taylor & Betz, 1983)

Ÿ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고 
있음.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행동,

진로준비행동과 다른 차원임

진로선택
몰입

Ÿ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김태환, 2019)

Ÿ 구인: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Ÿ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몰입한 상태
를 측정하고 있으며, 선택의 적합성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진로준비
행동

Ÿ 진로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을 의미(김봉환, 1997)

Ÿ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Ÿ 진로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을 포
함하는 넓은 개념임

취업준비
행동

Ÿ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준비하

는 행동

Ÿ 진로목표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

진로탐색
행동

Ÿ 진로결정을 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최동

선, 2003)

Ÿ 자기이해, 직업이해 

Ÿ 자기이해와 직업이해를 중심으로 진
로를 탐색하는 행동

나. 진로결정 측정

진로결정은 Career decision(진로결정), Career decidedness(진로결정/결정성) 등으

로 번역될 수 있으며 진로결정의 측정도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CDS(Career Decision Scale)를 번안한 고향자(1993)의 도구를 고찰하였다. 

고향자(1993)의 도구는 결정, 확신과 미결정이유는 측정하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의 이유

를 역산한 값으로 진로결정을 측정하는 것은 엄밀히 진로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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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자 척도 문항형식 하위요인 및 구성내용

진
로
결
정

Osipow

(1976),

고향자 
(1992)

CDS

(Career Decision

Scale)

18문항+

1문항 
(주관식)

4점척도

1) 진로의사결정 확신(1-2문항)

2) 진로미결정 원인(3-18문항)

- 의사결정 혼란, 진로지지, 진로
선택, 외적갈등

Slaney

(1980)

OAQ(Occupation

Alternatives

Question)

2문항
(주관식)

1) 당신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모
든 직업을 열거하라.

2) 이들 중 어느 직업이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인가?

Jones

(1989)

CDP

(Career Decision

Profile)

24문항,

8점 척도

1) 결정성(2문항)

2) 편안함(2문항)

3) 미결정원인(12문항)

- 자기명료화, 직업정보, 결단성,

진로선택의 중요성

Saka,

Gati(2007)

RCA (Range of

Consider

Alternatives)

6문항,

6점 척도
1~6번 문항
- 결정의 확신, 구체적 상태

Mu(1998)

CGS (the level of

Career-related Goal

Setting)

6문항
단일구인  
- 결정의 구체성 관련 내용

고홍월
(2007)

진로결정성숙수준

(조사)

1문항/

(인터뷰)

30문항

(조사) 진로결정성숙수준
(인터뷰)

1) 진로의사결정 내용
- 목표의 유무, 목표의 확신 

정도, 목표 이전의 대안들,

준비행동,

2) 진로의사결정 과정
- 결정과정의 타당여부

Penn & Lent

(2016)
Career decidedness

3문항,

6점 척도
단일요인 - 확신, 구체성, 목표

Leierer,

Peterson,

Reardon(2017)

CSI (Career

Decision Inventory)

5문항,

4점척도,

2점척도

1) 확신
2) 만족
3) 명확성 (1~3합산한 값 사용)

<표 Ⅱ-11> 진로결정 관련 측정도구

둘째, 국내외 진로결정 관련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Holland, Daiger와 Power(1980)

가 개발한 MVS(My Vocation Situation)는 진로정체감, 직업정보, 진로장벽을 하위 구

인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외 진로결정의 국내외 도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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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자 척도 문항형식 하위요인 및 구성내용

진로
구성

Savickas,

Porfeli,

Hilton, &

Savickas

(2018)

SCCI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18문항,

5점척도

1) 직업적 자기이해 구체화
2) 직업에 관련된 정보 탐색
3) 직업적 선택 몰입하여 결정
4) 직업적 선택의 실행을 위한 준비

진로
선택
몰입

김태환 
(2019)

진로선택몰입
21문항,

5점척도

1) 진로목표선택
2) 진로목표동일시
3)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주) CSI, SSCI 도구는 진로결정 도구는 아니지만 진로결정의 주요 구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도구로 제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진로결정 측정도구 특징 및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기존 진로결정 도구는 Osipow의 도구를 고향자(1993)가 번안하

여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일직선 상에 있다

고 가정하여, 하위구인인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고 이 값을 역산하여 진로결정수준으로 환

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진로미결정은 미결정에 대한 이유를 구인화하여 측정하고 있

으므로 미결정에 대한 이유의 역산한 값이 진로결정수준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

의는 지속되고 있다(조규형, 2018).

둘째, 기존 진로결정 유형 관련 도구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결과 측면 외에 진로준

비행동의 속성이 포함된 광의의 진로결정과정의 의미이거나, 진로정체감에 관련된 도구

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진로결정의 유형으로 결정성(결정-미결정)과 편안성(편안-불

편)(김계현, 고홍월, 김경은, 2013; Jones, 1989; Jones & Chenery, 1980) 또는 진로

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유형화(김봉환, 1997)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진로결정 결과의 속성의 유형이 아닌 ‘진로탐색’의 과정적인 측면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진로결정의 결과측면에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 모델에서 착안하여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과 진로몰입(career 

commitment)을 축으로 하여 진로정체감 지위유형을 살펴보았고, 성취, 유실, 유예, 혼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학자들에 의해 실증되었다(Marcia, 1989; Meeus, 1996; 

Luyckx, Goossen, Soenens, Beyers, & Vansteenkiste, 2005; Crocetti et al., 

2009; Porfeli et al., 2011). 이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유형으로 진로결정의 결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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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셋째, 일부 도구의 경우 진로결정의 구체적인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단일구인으로 

측정(Mu, 1998; Penn & Lent, 2016; Saka, Gati, 2007; Slaney, 1980)하고 있어서 

측정의 정교성이 떨어진다. 또한 Leierer, Peterson, & Reardon(2017)의 경우, 3요인

의 5문항으로 2개 요인은 각 1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전체 문항의 합

산 값을 활용해야 하므로 결국 관찰변인은 하나의 값이 된다. 단일구인 또는 구인별 하

나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는 측정의 정교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사용 및 해석에 주의해

야 한다.

넷째, 통계적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고 진로상담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의 

경우, 문항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Slaney(1980)의 OAQ(Occupation 

Alternatives Question), 고홍월(2007)의 진로결정성숙 도구는 상담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질적 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평가자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거

나, 상담을 위한 질적 자료로 사용되므로, 양적 연구의 측정을 위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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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련 변인

가. 미래시간관

1) 미래시간관 개념 및 구성요인

시간관에 대해 초기에 연구한 Frank(1939)는 현재에서 미래를 파악하는 동시에 과거

로 환원될 수 있는 시간구조의 체계라고 하였다. Zimbardo & Boyd(1999)는 개인이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무의식적인 태도이며, 우리 삶의 질서, 조화를 유지

하는 시간의 범주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시간관은 시간지향성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인지적 초점에 둔 것이 시간관(time perspective)이다. 시간관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행동과 목표를 동기화하고 결정이

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Brown & Jones, 2004). 시간관 중에서 미래시간관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미래시간에 대해 물리적 시간 개념이 아닌 

개인이 지각한 인지적 개념이다(조한익, 2011).

Savickas, Silling과 Schwartz(1984)는 시간관을 기억을 이용해 과거로 이동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미래시간관을 미래에 대한 개인의 심

리적 이미지로 보고, 이것이 높으면 개인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Walker와 Tracey(2012)에 의하면, 미래시간관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는지와 그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시간관은 국내에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미래관(신미영 & 강현

아, 2012), 미래전망(윤정식, 2013), 미래시간 관점(문병상, 2011; 이주일, 2013), 미

래지향 시간관(정은교, 안도희, 2019; 조한익, 2011), 미래시간 전망(안윤정, 오현주, 김

미경, 2011; 오은혜, 탁진국, 2012), 미래시간조망(권대훈, 2018; 오아량, 손영우, 이수

란, 2019; 한경훈, 김병조, 노수림, 2017), 미래시간관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주로 

국내 연구에서는 미래시간조망, 미래지향시간관으로 번역하고 있다(최화영, 2015; 김상

표, 변충규, 하환호, 2015; 김은지, 김지영, 김정섭, 2018; 김종운, 이지혜, 2018;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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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순화, 신채영, 임애경, 2017; 정은교, 안도희, 2019). 

Zimbardo의 시간관 연구(Zimbardo, Boyd, 1999)의 하위구인으로 ‘Future’가 있

으며, Future의 정의에 따르면 “Future factor reflects a general future 

orientation”으로 일반적 미래 지향을 반영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또한 Zimbardo의 시

간관 연구의 하위구인으로 과거긍정, 과거부정, 미래지향, 현재쾌락, 현재운명으로 번역

(윤소정, 김정섭, 2012)하였는데, 이는 ‘미래’라고 작성하면 미래의 어떤 것인지에 명

확하지 않으니 미래지향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arber, Zimbardo, & 

Boyd(2003)의 연구에서는 미래시간관(future time perspective)을 가진 사람을 

future-oriented person, future-oriented people로 칭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미래지향시간관은 ‘지향’이라는 영어단어가 없음에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설명을 돕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으로 ‘미래지향시간관’이 ‘미래시간관’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아직 통일되어 번역된 용어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uture 

time perspective 개념이 시간관(time perspective)에서 기원하였으며, Zimbardo 시간

관의 한 종류 중 미래(Future)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영어변인명을 번안한다

는 측면에서‘미래시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미래시간관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개념화 및 미래로의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며, 미래

의 성취를 위해 목표를 계획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미래시간관은 개인의 생각 범위와 

미래의 중요한 지점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시간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이익이나 손실이 오늘의 결정이나 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들은 

긍정적 사고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더 나은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보상을 늦추고 단기

적 보상이 적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미래의 성과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현재의 

자원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한다. 미래시간관이 높은 사람은 가능한 자아를 더 먼 미래까

지로 고려하게 되며, 낮은 사람은 현재 혹은 과거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순간적인 판단

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Walker & Tracey, 2012).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시간적인 

맥락, 개인이 인식하는 미래의 요구에 대한 명확성, 현재가 과거·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연결성의 속성을 가진다. 현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이 고려하는 

시간의 범위 등을 나타낸다. 미래시간관은 행동을 조절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화시키

며, 다른 과업들의 수행에 대해 돌아보게 하고, 수행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지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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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Husman & Shell, 2008).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속성을 가진다. 즉, 미

래시간관은 개인이 시간에 대해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미래에 대한 중요성 및 미래로의 

연결된 정도를 현재의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미

래시간관은 개인의 시간에 대한 심리적인 인식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성 및 미래로의 연

결된 정도를 현재의 결정에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성요인은 가치, 연속성이다.

2) 미래시간관 측정

미래시간관 측정 도구로 국내외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Ⅱ-12> 참

조). 대학생을 대상으로 Zimbardo와 Boyd(1999)의 Zimbardo 시간관 도구(ZTPI;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는 5개의 시간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

나가 미래시간관이다. 미래시간관은 설정한 목표에 관심을 가지며 더 큰 보상을 위해 만

족을 지연하기도 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7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arstensen과 Lang(1996), Lang과 Carstensen(2002)의 미래시간관은 

낙관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10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92로 높

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미래에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

다.’, ‘나의 미래는 나에게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Husman과 Shell(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속도, 확장성, 가치, 연결성의 4개 요인

을 27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속도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이며, 확장성은 개인의 시간범위의 점도, 가치는 미래에 대한 가치이며, 미래

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연결성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

는 정도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의 측면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70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Walker와 Tracey(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Husman과 Shell(2008)의 

도구 중, 진로결정수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를 측정하고, 연결성을 수단성이라고 

명명하여 측정에 활용하였다. 가치와 연속성의 2영역을 19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신뢰

도는 .69~.84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Ⅱ-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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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uture time

perspective

Future time

perspective

Future time

perspective

시간관 척도
(미래지향 
시간관)

미래지향 
시간관

주요
특징

미래에 대한 
낙관성을 중심
으로 측정함

개인의 시간
에 대한 심
리적 인식을 
측정함

개인의 시간
에 대한 심
리적 인식을 
진로장면에
서 측정함

Zimbardo의 
시간관 도구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함

A대학의 ‘교양’

수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여 일반화에 
무리가 있음

조사
대상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성인 대학생

학자 
(년도)

Carstensen &

Lang(1996)

Husman &

Shell(2008)

Walker &

Tracey

(2012)

탁진국,

장성배,

김수연,

이병걸,

남동엽(2016)

정은교,

안도희
(2019)

문항
구조

단일영역 10문항
- 미래에 대한 

낙관성

4영역 27문항
- 속도(3)

- 확장성(5)

- 가치(7)

- 연속성(12)

2영역 19문항
- 가치
- 연속성

1영역 7문항 4영역 27문항
-가치 7
-연계성 12

-속도 3
-확장성 5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채점
방식

문항의 합 문항의 합 문항의 합 문항의 합 문항의 합

신뢰도 .92 .70 .69~.84 .70 .72, .87, .82, .71

<표 Ⅱ-12> 미래시간관 측정도구

나. 진로결정관계성

1) 진로결정관계성 개념 및 구성요인

진로결정관계성의‘관계성(關係性)’은 사전적 의미로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

결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성(性)’이 성질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 바탕’이라는 뜻 외에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뜻이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성(性)의 의미로 사용되며, 관계성을 관계의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의 맥락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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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을 수 있는 타인을 형성한 수준으로 성질(性)의 관점으로 보았다. 한편 ‘성’을 제외

한 ‘관계(關係)’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으로 ‘관계성’으로 변인명을 설정하여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관련 맺는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자기결정성이론에서 파생된 자율성의 경우

에도 진로결정의 맥락에 적용하여 진로결정자율성(career decision autonomy)의 변인

으로 사용되고 있다(박고운, 이기학, 2007; 박소연, 이숙정, 2013). 진로결정관계성 개

념이 자기결정성이론에서 파생되었다는 점과 ‘진로결정관계성’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문명을 진로결정관계성으로 유지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영문명의 경우 

진로결정에 있어 사람 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의미를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 영문명

인 ‘career decision relatedness’에 social을 추가하여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로 설정하였다. 

진로결정관계성(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는 자기결정성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하위 개념에서 파생되었다. 자기결정성이론

(Ryan & Deci, 2000)은 사회맥락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어 탐색행

동을 비롯한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

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촉진된다(김은영, 2007a). 자기결정성이론은 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지며, 이 중 자율성은 스스로 행동의 주

체이며 조절자로 느끼는 신념이고, 유능성은 개인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원하는 

내적 욕구이며, 관계성은 대인관계 유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고자하는 경향을 의

미한다. 특히 관계성은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관계성은 타인과의 강하고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다

(Baumeister & Leary, 1995), 관계성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이명희, 2008; 이지

혜, 이재신, 류진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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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의 진로자기결정이론(Career Self-determination theory)를 살펴보면, 자기결

정성이론에 진로의 관점을 적용시켜 진로자율성, 진로유능성, 진로관계성의 개념을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 맥락에서 자기결정성이론의 관계성 개념을 적용시켜 관계성

(relatedness)를 활용한 국내외의 실증연구도 확인되었다. Felsman과 Blustein(1999)

는 후기청소년의 진로개발에서 또래 관계(peer relatedness)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Greenhaus와 Powell(2012)는 일 선택(work decisions)에 있어서 가족의 

관계(family-relatedness)에 대해 연구하였다. 진로결정관계성 변인을 활용한 연구(김

은영, 2007; 2010; 송현심, 홍혜영, 2010; 박소연, 이숙정, 2013; 정미경, 2019; 최영

미, 정미경, 2019)와 진로결정 맥락에서 자기결정성이론의 ‘관계성’을 살펴본 논문(이

예진, 이기학, 2010;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관계성을 진로결정의 맥락적 상황 속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관계성의 하위 구인을 살펴보면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으로 구성된다(김은영, 2007a). 지지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내용이고, 모델링은 자

기효능감의 근원인 대리학습과 관련된 개념이고, 활동은 진로활동을 같이할 관계, 조언은 

나에게 조언을 해 줄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구인별 정의를 살펴보면 지지는 진

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이해받는 느낌, 모델링은 진로결정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과의 관계,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사람의 관계, 조언은 진

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정의하였다. 

진로 장면에서 지지 및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진로결정

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개념인 지지적 맥락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진로결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 및 친구이외의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어떤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는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진로결정관계성은 김은영(2007a)이 진로결정 장면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 교수, 또래, 선후배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면서 지지, 모델링, 조언, 활동의 

관계의 내용 측면에서 구성요인을 설정하였다(김은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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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결정관계성 측정

진로결정관계성은 자기결정성이론의 주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진로관련 상황에 적

용시킨 개념이다. 하위구인을 살펴보면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으로 나눠지고, 이와 관

련된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관계성은 우리나라에서 김은영(2007a)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관계성 도구를 개발하여 검증하였다.

이예진, 이기학(2010)은 진로결정 상황에서의 자기결정성이론의 관계성을 진로관련 

사회적 지지로 설명하였다. 관계성은 타인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 측정방식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객관적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실제

적인 것을 의미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 한다(조명실,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

이 지각한 지지를 더 중요다고 주장하고 있다(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 

Waltz, 199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이규

리, 2016), 부모지지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수리, 

2005). 이예진, 이기학(2010)은 진로결정관계성을 김수리(2005)가 번안한 진로관련 사

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고, 문항을 ‘부모님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로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90으로 확인되었다.  

박소연, 이숙정(2013)은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36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관계성을 김은영(2007a)의 도구를 활용하였고, 신뢰도는지

지 .84, 모델링 .83, 활동 .88, 조언 .8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정미경(2019)은 진로결

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35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관계

성 측정을 위해 김은영(2007a)의 도구를 활용하였고, 신뢰도는 지지 .86, 모델링 .85, 

활동 .88, 조언 .83으로 확인되었다. 최영미, 정미경(2019)은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관계성을 김은영

(2007a)의 도구를 활용하였고, 신뢰도는 신뢰도는 지지 .86, 모델링 .85, 활동 .88, 조

언 .83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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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2007)는 자기결정성 도구를 개발하였고, 하위구인인 관계성은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신뢰도는 .817 으로 보고되었다. 김은영(2007)은 관계

성을 대학생의 진로 맥락에 적용하여 진로결정관계성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위구인은 지

지, 모델링, 활동, 조언의 네 영역이며, 22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신뢰도는 

.79~.89의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로 장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표 Ⅱ-13> 참조). 

구분

지지/조언/모델링

관계성 진로결정관계성
Social support

Contextual

support and

Barriers

주요 
특징

일반적으로 사
회적 지지를 
측정할 때 많
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임 

진로상황에 맞
춰 도구를 개발
하였으나, 하위 
구인의 위계가 
다소 다름

자기결정성 하위 
구인

진로 장면에서 관계
를 맺고 있는 정도를 
측정함

조사 
대상

성인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학자 
(년도)

House(1981),

박지원(1985)

Lent et al.

(2001) 개발,

이정애(2009)

번안

김은주
(2007)

김은영
(2007)

문항 
구조

4영역 25문항
- 정서지지
- 정보지지
- 물질지지
- 평가지지

4영역 24문항
- 가족의지지
- 도구적 조력
- 역할모형/멘토
- 경제적 지원

관계성 단일구인 
6문항

4영역 22문항
- 지지
- 모델링
- 활동
- 조언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채점 
방식

문항의 합 문항의 합 문항의 합 문항의 합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제시

신뢰도 .82 .81 .817 .79~.89

<표 Ⅱ-13> 진로결정관계성 관련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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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탐색행동

1) 진로탐색행동 개념 및 구성요인

진로탐색은 진로발달과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Blustein, 1992; Super, 1957). 진로발달단계를 살펴보면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업이 주어진다. 대학생 시기는 노동시장으로 이행 전 단계이며 직업분야와 관련

된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행동이며, 지금까지 개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직업, 직무, 직장 등에 관한 정

보에 접근하려는 인지적, 행동적인 활동을 의미 한다(Stumpf et al., 1983). 진로탐색행동

은 자신의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나와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특

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진로탐색의 대표적인 행동이다(서진숙, 1998).

진로탐색은 진로를 선택 및 준비하거나 취업한 후 적응과 개선을 위하여 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활동으로, 가치관, 성격적 특성, 흥미, 능력 등의 개인의 특징

에 대한 평가와 직업세계에서의 선택, 제약,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갖게 될 다양한 역할을 실험해보거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려 하거나, 자기 자신이나 직업에 관하여 갖고 있는 

다소 모호한 기대나 생각을 검증하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최동선, 2003).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효능감 등의 용어와 유사하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을 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

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김봉환, 1997)으로 실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로탐색

효능감은 진로탐색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능감이며,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의 정도(Solberg, Good, & Nord, 1994)로 정의할 수 있다. 

Taveira와 Moreno(2003)은 진로탐색행동을 4가지의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진로

탐색행동을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information-seeking behavi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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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가장 초기의 단순한 개념이다. Stumpf, 

Colarelli와 Hartman(1983)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 직장 등에 대한 정보

를 얻으려는 유목적적인 행동 및 인지라고 정의하였다. 진로정보탐색행동은 전공이나 직

업 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접하는 행동이며, 정보의 유형은 나에 

대한 정보와 직업에 대한 정보(근무조건, 교육 및 훈련 정보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진로

정보탐색행동은 6개의 활동인 1) 전공이나 직업에 관한 서적, 팜플릿 등 자료읽기, 2) 

자기분석, 심리검사나 상담 등 자기이해 활동, 3) 전공이나 직업에 관련된 기관 방문, 4) 

흥미 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습득, 5) 부모, 교사, 친구, 선배 등과의 진로에 대

한 대화, 6) 전공이나 직업정보를 알아보는 인터넷 검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재창, 박

미진, 2008). 

이를 종합하면,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

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

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직업정보는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직업정보는 해

당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노동시장 및 노동력, 직업분류와 직종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직업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

신에 대한 탐색은 탐색 내용과 탐색 방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탐색 내용은 진로를 

선택 및 준비하거나 취업 후 적응과 개선을 위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개

인에 대한 평가와 내가 얻을 직업정보의 수집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특징에 

대한 것으로는 가치관, 성격, 흥미, 능력 등이 있다.   

2) 진로탐색행동 측정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동선(2003)은 진로정보 수집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체크리스트형,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행동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제시한 요인구조형, 이론

을 바탕으로 제시한 이론기반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요인구조형으로 제시한 측정도구

인 Stumpf, Colarelli와 Hartman(1983), 최동선(2003), Porfeli와 Skorikov(2010)의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Ⅱ-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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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진로탐색행동

Specific &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주요특징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

신념을 중심으로 측정함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한 도구이며,

탐색 주제를 중심으로 
하위구인을 설정함

탐색의 깊이를 중심으
로 하위구인을 설정함

조사대상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학자 
(년도)

Stumpf 외(1983) 최동선(2003)
Porfeli &

Skorikov(2010)

문항구조

3영역 59문항
탐색과정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
탐색행동에 대한 신념

2영역 28문항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2영역 5문항
구체적 탐색
포괄적 탐색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채점방식 점수의 합 (영역별 합) 평균 평균

신뢰도 .67 ~ .89 .81, .92 .72 ~ .88

<표 Ⅱ-14>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Stumpf, Colarelli와 Hartman(1983)의 CES(Career Exploration Survey)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탐색과정,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 탐색행동에 대한 신념을 하위 구인으로 총 

59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이고 영역별 점수를 합한 값으로 사용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7~.89로 보고되었다. 이 도구는 진로탐색행동의 초기 측정도구로 탐색행동에 대한 반

응과 신념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탐색의 행동과 관

련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오늘날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동 도구는 우리나라 대학생 실정에 맞게 개발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하위 구인으로 총 28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고 영역별 

점수를 합한 값으로 사용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1, .92로 보고되었다. 우리

나라 대학의 실정을 잘 반영하여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의 범위와 영

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6개월의 진로탐색행동의 경험을 조사하여, 

최근의 경험에 대한 것만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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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feli와 Skorilkov(2010)의 Specific & Diversive Career Exploration은 대학생

을 대상으로 구체적 진로 탐색(specific career exploration), 포괄적 진로 탐색

(diversive career exploration)을 하위 구인으로 총 5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고 영역별 점수를 합한 

값으로 사용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2 ~ .88로 보고되었다. 이 도구는 구성

요인을 탐색의 깊이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재 진로를 탐색

하는데 몰입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라.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 개념 및 구성요인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 및 자신감, 신념이다. 즉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Bandura(1993)는 자기효능감을 과업효능감, 영역효능감, 일반효능감으로 구분하였고, 

과업효능감은 특정 과업에 대한 반복적이며 숙달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의 

기대를 의미한다. 영역효능감은 서로 관련된 과업들에 대한 결합된 효능감을 의미하고, 

일반효능감은 영역효능감을 벗어나서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

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자신감, 용기 등의 자신의 태도

를 의미한다. 

과거의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으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형성

된다고 하였다(Bandura & Wessels, 1997). 성취경험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에서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대리경험은 타인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얼마나 그리고 절실하게 목격했는가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진다. 언어

적 설득은 타인으로부터 잘할 수 있다는 언어적, 비언어적 격려를 얼마나 자주 받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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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서적 각성은 불안, 좌절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으로, 이를 적절

하게 조절하는 능력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 자기효능감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

한 것으로, 과거에 수행한 행동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 효능

감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므로 성취 장면에서 자신

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수준(level), 강도(strength), 일반화(generality)의 세 차원을 

포함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김민정, 2004). 자기효능감의 수준

(magnitude level)차원은 과제나 수행을 얼마나 어렵게 보느냐와 관련된 차원이다. 난이

도에 따라 과제가 어려우면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아져 낮은 성취기대를 보이고, 과제가 

쉬우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높은 성취기대를 보인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 강도

(strength)차원은 문제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와 관련된 변

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쉽게 소거되지만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쉽게 소거되지 않아서 대처행동을 찾게 된다. 자기효능감의 

일반화(generality)차원은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범위의 상황이나 대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차원이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단일한 기대나 신념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은 자

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로 각각 상이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이재일, 2001).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로 구인화 될 수 있다. 자신감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인에 능력에 대한 확신의 강도. 개인의 확신 또

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하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의 자기조절(자아관찰, 자아판단, 자

아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한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과제 

수행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과제의 단계적 기술 난이도에 따라 기대치가 다른 상

황이나 과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은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효능기대는 결과를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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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요구되는 행동을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기대이고, 결과기대는 자신

의 행동의 결과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기대를 의미 한다(Bandura & 

Wessels, 1997).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감(self-confidence)이며,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로 얻어지는 자존감(self-esteem)과는 구별된다.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며, 이러한 확신 정도는 그러한 능력

을 필요로 할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효능성에 대한 것이다. 자신감은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

(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정서적인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진로문제에 대

한 주체적 결정 성향이 높아지고 진로선택에서는 욕구와 현실 간의 지혜로운 타협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진로장면에서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예측 변인이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

의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며,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

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는 생산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최형성, 정옥분, 2011; 박현미, 2013). 이를 

종합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자 신념을 의미한다. 

2) 자기효능감 측정

자기효능감은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

의 측정은 수준, 강도, 일반화의 세 차원을 포함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의해 측정되어

야 한다(김민정, 2004). 첫째, 수준 차원이다. 이는 과제나 수행을 얼마나 어렵게 보느냐

와 관련된 차원인데 난이도에 따라 과제가 어려우면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아져 낮은 성

취기대를 보이고, 과제가 쉬우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높은 성취기대를 보인다는 것이



- 51 -

다. 둘째, 강도 차원이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약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쉽게 소거되지

만 강한 자기효능감은 쉽게 소거되지 않아서 대처행동을 찾게 된다. 셋째, 일반화 차원이

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범위의 상황이나 대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

된 차원이다. 경험에 따라서 상황이나 대상에 일반화되는 효능감의 정도가 제한되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보다 넓게 형성되기도 한다. 

Sherer와 Adams(1983), 김아영과 차정은(1996), Sherer 외(1982), Chen, Gully

와 Eden(2001)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Ⅱ-15> 참조). 

구분
General

Self-Efficacy

Scale

자기효능감
SES

(Self Efficacy Scale)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주요 
특징

개인이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
갈 때 일반적인 
기대의 정도

국내에서 개발되
어 활용되고 있으
나, 역문항이 많음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
적 효능감으로 구분함

단일구인이나 
최근 많이 활
용하고 있음

조사 
대상

성인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학자
(년도)

Sherer &

Adams (1983)

김아영,

차정은(1996)

개발,

김아영(1997) 수정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 개발,

홍혜영(1995) 번안

Chen et

al(2001)

문항 
구조

1영역 17문항

3영역 24문항
- 자신감(4)

- 자기조절효능감(12)

- 과제난이도 선호(5)

2영역 23문항
- 일반적 자기효능감(13)

- 사회적 자기효능감(6)

1영역 8문항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5점 척도

채점 
방식

점수의 합 점수의 합 점수의 합 점수의 합

신뢰도 .79, .88, .61 .86, .68, (전체 .86)

<표 Ⅱ-15>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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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er와  Adams(1983)의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Scale)은 개인이 새

로운 상황으로 나아갈 때 일반적인 기대의 정도로 단일 구인의 17문항으로 측정하고 있

다. 김아영, 차정은(1996)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세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감 구인은 7문항 신뢰도는 .79, 자기조절 효능

감 구인은 12문항 신뢰도 .88, 과제난이도 구인은 5문항 신뢰도는 .61로 확인되었다(박

현미, 2013).  김아영(1997)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김아영, 차정은, 1996)한 

도구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

도선호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역문항이 많아서 응답자에게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가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이 개발하였고, 국내에서 홍혜영(1995)이 수정 및 번안한 자기효능감 도

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효능감은 친교

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Chen, Gully, & Eden(2001)의 일반적 자기효능감(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은 단일구인의 8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 활용되고 있다. 

4.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

가.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

1)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모든 학생이 진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생은 다른 학

생보다 진로결정을 더 잘하기도 한다. Super(1957)는 진로결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 또는 진로탐색정도라고 보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진로결정을 잘 준비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통제순환모델(self-regulated cyclical model)에 따르면 개인이 

장기적인 미래지향 시간관을 가질 때 미래의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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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기 동기적인 신념을 개발한다(Zimmerman, 2000; Panadero, 

Alonso-Tapia, 2014). 진로결정은 미래 나의 진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미래지향 

시간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시간관은 개인 내적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대학생의 5년 

뒤, 10년 뒤 미래는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진로에 대한 미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관으로 진로결정과의 이론적 연

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화영(2015)은 미래시간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반재곤(2014)과 박인

조(2014)의 연구에서 미래시간관이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이 있으며 미래시간관이 높은 

사람들은 계획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진로결정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조한익과 김영숙(2016)에 따르면, 청소년의 미래지향 목표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는 자아정체감을 매

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진로정체감은 목표지향성, 자기주장, 자기존재

의식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지향목표는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미래지향 시간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정적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미래지향 시간관이 높은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여 높은 성취를 이룬다는 연구가 있다

(DeVolder & Lens, 1982; Lens, Simons, & Dewitte. 2001). Marko & 

Savickas(1998)은 미래에 가치 있게 여기는 현재의 행동이 미래로 연결된다고 믿을수

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가설3-1.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미래시간관과 진로탐색행동

자기조절순환모델(self-regulated cyclical model)에 따르면 개인이 장기적인 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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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을 가질 때 미래의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 동기적인 신념을 개발한다(Zimmerman, 2000). 이론적으로 미래시간관이 높을수록 

미래를 위해 진로탐색행동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시간관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

한 계획을 세우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Nurmi, 1991). 대부분의 심리학

자들은 시간관이 청소년기에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Kerpelman & Mosher, 2004; 

Suddendorf, 2005). 시간관을 청소년의 직업성숙과 진로결정에 있어서 개인 변화의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삼았다.

Savickas, Silling과 Schawartz(1984)는 미래시간관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Walker와 Tracey(2012)는 미래시간관의 구성요인인 가치와 연

속성이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미래시간관의 가치는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연속성

은 현재의 노력이나 행동의 미래, 혹은 미래의 목표성취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Husman과 Shell(2008)의 연구에 의하면, 미래시간관이 행동 조절 및 목표 

설정을 통해 동기화시키고, 과업 수행 및 목표 달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

였다. 개인은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시간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목표

인 경우에 해당 목표를 더욱 가깝고 중요하며 실현가능하다고 여긴다고 한다. 이처럼 시

간 수평선의 확장개념인 미래시간관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Matulef, Warman, & Brock, 1964).

Pizzolato(2006)는 미래시간관에 대한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

한 정신적 시연을 잘 하는 것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높게 가질 경우, 동기와 양적 상관관계가 있고

(Nuttin, & Lens, 1985), 높은 미래시간관을 가진 학생들은 높은 학교성적을 받는다고 

하였다(De Volder & Lens, 1982).

또한 미래시간관이 높은 개인은 미래 목표를 고려하여 현재의 시간을 계획하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자신의 미래에 가치를 두고 미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단계를 밟

아나가며, 자신의 진로결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적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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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Walker & Tracey, 2012). 또한 Jiang, Newman, Le, Presbitero와 

Zheng(2019)의 진로탐색 관련 선행연구 고찰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에 주요한 선행변

인으로 미래 관련 믿음, 진로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미래시간관이 제시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2.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

김은영(2007)에 따르면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지 등의 맥락적 변인이 개인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에 높

이는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맥락적 변인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지지이며, 

대학의 사회적 지지의 대상으로 교수, 부모, 친구 등이 있다.  

Lent, Ezeofor, Morrison, Peen와 Ireland(2016)는 대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사회

적 지지는 진로결정, 목표설정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실성은  

탐색적 목표설정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Lent의 이론을 검증하는 실증 연

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Lent & Brown; 

2001, Lent et al., 2005;  Lent et al., 2007).

Restubog, Florentino, & Garcia(2010)은 대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맥락적 변인(부

모지지, 학교 진로상담 횟수, 성적)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지지, 학교 진로상담 횟수가 진로결정에 정적인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김미정(2019)는 대학생이 인식한 교수지지가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검증하였다. 나태균, 문성원(2012)는 대학생

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보다 교수의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유미(2017)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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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교수의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같은 대상일지라도 지지의 속성 및 영향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의 내용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2011)은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고,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

결정몰입은 .244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정미경(2019)는 진로결정관계성과 진

로장벽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영향력은 -.62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장

벽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은 본 연구에서 활용

한 김은영(2007)의 도구를 활용하여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으로 측정하였고, 진로장벽

은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측정하고 

있다. 기존 진로미결정 도구에서 진로미결정이유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진로결정에 정

적 효과를 줄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양난미(2006)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주의 진로이론의 선택모형을 검

증하였는데,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목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지는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사회적 지지는 진로미결정 중 진로정보 부족을 낮춰 진로결정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Li, Hazler, & Trusty, 2017). Fernet, Austin, Trepanier와 

Dussault(2013)은 자기조절의 중요한 세 개 심리적 변인과 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관계성은 .41로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지혜, 이재신과 류

진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론의 관계성이 진로결정몰입에 .244

로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3.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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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관계성은 하위구인이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으로 직접적 영향이 검증된 것

과 구성요인으로 검증된 것을 제시하였다. 진로결정관계성의 구성요인인 지지와 진로탐

색과의 행동에 관해 정적 상관 및 영향관계가 실증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모델링은 자기효능감의 근원이 되는 4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지혜, 이재신과 류진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론의 관계성

이 진로결정몰입에 .244로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몰입

은 하위구인으로 진로탐색및몰입과 진로배제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진로결

정관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박소연과 이숙정(2013)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력을 검증한 결과, .36으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진로준비행

동은 김봉환(1997)의 도구에 인터넷 진로정보사이트 및 진로상담센터 활용에 대한 문항

을 추가한 것으로, 김봉환(1997)의 도구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활동, 필요한 도

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

탐색행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로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인 일부가 유

사하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서 맥락적 변인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지지이며, 대학의 사회적 

지지의 대상으로 교수, 부모, 친구 등이 있다. 사회적 지지, 교수지지, 부모지지, 친구지

지 등이 확장된 개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인식한 

교수지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나태균과 문성원(2012)은 외식조리 

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정적인 영

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수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

록 진로와 관련하여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행위적인 노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박소현과 이숙정(2013)은 여자대학생을 323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

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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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이다. 진로결정관계성은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및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진로결정자율성은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경로만 유의

하였다.

이예진과 이기학(2010)은 진로동기유형으로 자기결정성이론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에 따라 군집유형을 하였다. 관계성이 높은 집단은 통합된 조절형(자율성, 관계성 높음)

으로 명명되었으며, 통합된 조절형(46.82)은 다른 집단인 외적 조절형(36.54)과 내적 

조절형(43.08)보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목표와 목표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현주(2001)는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사회적 지지를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자존감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존감지지, 정서적 지지가 차례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4.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

대학생의 진로 과업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Ginzberg는 대학생 시기를 

‘현실기’로 설정하였고, 이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며 특수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uper는 대학생 시기를 탐색기로 설정하였고 결정화, 구체화, 실행화 단계

로 구분하였으며, 탐색기에 결정을 할 때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결정

을 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 

따르면 청년기는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이해 및 흥미를 탐색하여 성인기에 정체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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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Tiedman과 O’Hara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고 하였으며, 진로탐색행동 이후 진로결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진

로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을 높

인다고 이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는 PIC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PIC모델은 Gati

와 Asher(2001)이 제시한 진로결정의 과정을 나타낸 모델로 사전선별(Prescreening), 

심층탐색(In-depth exploration), 선택(choice)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모델이다. 사전선

별 및 심층탐색은 진로탐색행동, 선택은 진로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모델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이론적 관계가 설명이 된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서도 진로

행동 다음에 진로결정이 일어나는데,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Lent, Morris, Penn과 Ireland(2019)는 진로자

기관리모형의 사회적 지지, 진로탐색, 진로결정 변인을 바탕으로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

로 2회(4개월)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nt, Morris, Penn, & Ireland, 2019. 

Lent, Ezeofor, Morrison, Penn, & Ireland(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

이론의 진로자기관리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은 .35로 보통 이상의 상

관을 보였다. 

김태환(2019)은 대학생 46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구

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을 .465 설명하고 있었고, 그 영

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크고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진로선택몰

입의 구성요인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으로 진로선택

몰입을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진

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의미한다. 김헌수, 장기명과 이난(2004)는 대학생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

로탐색 프로그램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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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5.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1)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구성주의 진로이론의 틀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에 선행되는 개인적, 맥락적 변인

이 존재한다. 개인적 변인으로 성격, 가치관 등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기조절순환이

론에 따르면, 개인의 미래시간관은 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론적으

로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이 매개할 것이다. 

조한익과 김영숙(2016)에 따르면, 청소년의 미래지향 목표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미래지향목표는 자아정체감을 매

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진로정체감은 목표지향성, 자기주장, 자기존재

의식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지향목표는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이 정적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Marko와 Savickas(1998)은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현재의 행동은 현재의 탐

색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또한 미래로 연결된다고 믿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미래지향 시간관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진로탐색행동이 매개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래

시간관이 진로결정을 높이는데 있어서 진로탐색행동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1.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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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 효과에 대해 많은 이론으

로 검증되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 PIC모델 등 결정 전에 탐색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진로결정관계성은 사회적 지지의 한 구인으로 역

할을 한다. 

박소현, 이숙정(2013)은 여자대학생을 323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

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36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진로

결정관계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을 포

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최영미와 정미경(2019)은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의 진로결

정관계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0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2019)은 대힉셍의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35로 

확인되었다.

김은영(2007)에 따르면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지 등의 맥락적 변인이 개인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높이는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맥락적 변인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지지이

며, 대학의 사회적 지지의 대상으로 교수, 부모, 친구 등이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생

활, 진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교수이다. 따라서 

교수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은 구성주의 진로이론으로 이론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을 높이는 데 있어

서 진로탐색행동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2.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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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기이해 및 직업이해가 높아지고, 대안을 고려하여 진로

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

계가 반드시 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할수

록 진로결정을 높이기보다 불안감을 유발하여 자신의 진로결정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Strome & Celik, 2018). Cheung과 Amold(2014)의 대학생 대상 종단연

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즉,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 제3의 변인이 조절 또는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태환, 2019). 

구성주의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을 높인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진로탐색행동을 통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노윤신, 2014; Jing, 2019)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최웅용, 박외자, 김효현, 2009).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 진로탐색행동이 반드시 진로결

정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 관계어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할 것으로 기

대된다. 기대가치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행동함에 있어 효능기대가 조절하는데, 진로탐색

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행동을 함에 있어 효능기대가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탐색행동을 할수록 진로결정어려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한다(Strome & Celik, 2018). 진로결정어려움은 진로미결

정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할 것이다. 즉, 진로탐색

행동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진로결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진로

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

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가설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정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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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선행 연구

직
접
효
과

미래시간관
→ 진로결정

최화영(2015), 반재곤(2014), 박인조(2014),

조한익 & 김영숙(2016), DeVolder & Lens(1982),

Lens, Simons, & Dewitte (2001),

Marko & Savickas(1998), Panadero &

Alonso-Tapia(2014), Savickas, Silling, &

Schawartz(1984), Walker & Tracey(2012)

미래시간관 
→ 진로탐색행동

Savickas, Silling, & Schawartz(1984),

Walker & Tracey(2012), Husman & Shell(2008),

Matulef, Warman, & Brock(1964), Pizzolato(2006),

Nuttin, & Lens(1985), De Volder & Lens(1982),

Jiang, Newman, Le, Presbitero, Zheng(2019)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결정

김미정(2019), 김은영(2007),

나태균, 문성원(2012), 차유미(2017),

Lent & Brown(2001), Lent et al.(2005),

Lent et al.(2007),

Lent, Ezeofor, Morrison, Peen, & Ireland(2016),

Restubog, Florentino, & Garcia(2010)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탐색행동

박소현, 이숙정(2013),

나태균, 문정원(2012), 이현주(2001)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김민선(2008), 김태환(2019), 김헌수, 장기명(2004),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2015),

Gati & Asher(2001), Lent et al.(2007),

Lent, Ezeofor, Morrison, Penn, & Ireland(2016),

Lent, Morris, Penn, & Ireland(2019)

매개효과
미래시간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최화영(2015), 박재곤(2014), 조한익 & 김영숙(2016),

Marko & Savickas(1998)

DeVolder & Lens(1982), Lens, Simons, &

Dewitte(2001), Marko & Savickas(1998)

<표 Ⅱ-16> 변인 간 관계 종합

라. 변인 간 관계 종합

변인 간 관계를 종합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Ⅱ-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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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선행 연구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김민선(2008), 김헌수, 장기명(2004), 나태균, 문정원

(2012), 이현주(2001)

박소현, 이숙정(2013), 고향자, 강혜원(2003), 이지연,

양난미(2007), 윤대호(2018)

조절효과
진로탐색행동→진로결
정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의 조절

Strome & Celik(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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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1] 참조). 잠재변인은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을 설정하여 측정

하였다. 진로결정은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을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고, 미래시간관은 가

치, 연속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진로결정관계성은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으로 설정하였

고, 진로탐색행동은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Ⅲ-1]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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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
대학 재학생

대학 수(개교) 소계(개교) 재학생 수(명) 소계(명)

수도권
서울 38

71

354,624

545,447인천 3 28,697

경기 30 162,126

비수도권

부산 12

120

132,039

832,373

대구 3 42,339

광주 10 58,059

대전 11 78,603

울산 2 13,880

세종 2 11,804

강원 8 63,846

충북 11 65,300

충남 13 108,354

전북 8 57,186

전남 10 32,733

경북 18 102,135

경남 10 55,361

제주 2 10,734

전체 191 1,377,82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18a). 고등교육기관 학교급별 개황(2019.04.30.). Retrieved from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2&cd=4127&survSeq=2018&itemCode=01&menuId=m_010202&uppCd1=010202&uppCd2=010202&flag=A     교육통계서비스. (2018b). 시도별 설립별 학생수(재적, 재학, 휴학)(2019.04.30.). Retrieved from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10&cd=4308&survSeq=2018&itemCode=01&menuId=m_011004_02_01100302&uppCd1=01100402&uppCd2=01100302&flag=B

<표 Ⅲ-1> 4년제 대학 수 및 학생 수 현황(2018년 기준)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중, 특수한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제외한 ‘대학’ 191개교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교육통계서비스, 2018a).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재적 학생 

수는 1,937,380명이고, 재학생 수는 1,377,820명이다. 학교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과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표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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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대학은 71개교로 545,447명이 재학 중이었으며, 비수도권 120개교로 

832,37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4:6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학과분류기준의 대분류인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

학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중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학생을 제외

하고 조사하였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비율은 50.7%, 49.3%로 약 5:5의 비

율로 학생이 분포하고 있다. 전공별 재학생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교육통계서비스, 

2018c)(<표 Ⅲ-2> 참조). 

구분 계열
전체 전공별 학생 수

인문사회, 자연공학계열 
학생 수

계(명) 비율(%) 계(명) 비율(%)

인문사회
계열

인문계열 164,280 11.9
535,219 50.7

사회계열 370,939 26.9

자연공학
계열

공학계열 360,856 26.2
519,731 49.3

자연계열 158,875 11.5

전체 1,377,820 100.0 1,054,950 10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18c). 대(소)계열별 학생수(재적, 재학, 휴학)(2019.04.30). Retrieved from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10&cd=4324&survSeq=2018&itemCode=01&menuId=m_011
004_02_01100302&uppCd1=01100402&uppCd2=01100302&flag=B. 재구성.

<표 Ⅲ-2> 4년제 대학 전공 및 성별 재학생 수 현황(2018년 기준)

나. 표집

이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방

법을 사용함에 앞서 모집단 규모에 따른 적정 표본 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표본 규모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대우도법의 적절한 최소 표본 크

기는 일반적으로 100~150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ing, Velicer, & Harlow, 1995).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활용할 경우 100개에서 150개 사이의 데이터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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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필요하다고 권장되고 있다. 또한 예측검증력 확보를 위해 측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

율이 1:15를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이 12개로 최소 180명 이

상의 표본의 수가 필요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소 200명 이상의 표본을 구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한 경우, 사회과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으로 논의되고 있다(류근관, 2005).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의 지역, 학생의 소속 계열, 학년

을 고려하여 충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에 의해 

여러 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집 방법이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지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비율표집을 실시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4:6으로 수

도권 4개교, 비수도권 6개교를 표집하였다. 학교를 선발할 때에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공

학계열이 모두 개설된 학교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2차 계열로 구분하여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을 수집하였고, 학교 내에서 계열을 나누어 표집하고자 하였다. 모두 인문사

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비율은 5:5로 동일한 인원으로 표집하였다. 학교별 60명씩 표

집할 때, 인문사회계열 30명, 자연공학계열 30명을 추출하였고, 저학년(1, 2학년)과 고

학년(3, 4학년)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문사회계열 30명, 자

연공학계열 30명을 표집하였고, 총 600명을 표집하였다. 표집의 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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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잠재변인별 관찰변

인과 자기효능감의 관찰변인의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각 관찰변인을 측정하는 도구

를 선정하였다. 이 때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연구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편 진로결정은 이 연구에서 개발하였다. 또한 일반적 사항을 측정하는 영역도 포함하

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조사도구는 진로결정 15문항, 미래시간관 19문항, 진로결정관계

성 22문항, 진로탐색행동 28문항, 자기효능감 6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으로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변인 및 측정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Ⅲ-3> 참조). 

구 분 문항 수 문항번호 합계

진로결정
적합성 5

Ⅰ

1, 2, 3, 4, 5

15구체성 5 6, 7, 8, 9, 10

확신성 5 11, 12, 13, 14, 15

미래시간관
가치 7

Ⅱ
1, 2*, 3, 4, 5, 6, 7

19
연속성 12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진로결정관계성

지지 6

Ⅲ

1, 2, 3, 4, 5, 6

22
모델링 5 7, 8, 9, 10, 11

활용 6 12, 13, 14, 15, 16, 17

조언 5 18, 19, 20, 21, 22

진로탐색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12

Ⅳ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

직업에 대한 
탐색

16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자기효능감 6 Ⅴ 1, 2, 3, 4, 5, 6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년,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학과명)
5 Ⅵ 1, 2, 3, 4, 5 5

문항 수 95
주) * : 역문항

<표 Ⅲ-3> 조사도구의 구성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도구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구인과 문항이 적절한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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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문항 
분석

평균
Ÿ 중앙값에 근접하는 수치여야 하며, 평균값이 1.4~4.5일 때 수용가능함

(5점 척도)(Meri & Gati, 1981)

표준편차
Ÿ 분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75 이상일 때 수용 

가능(Meri & Gati, 1981)

왜도
Ÿ 분포의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수치이며, 왜도 <±2

를 기준으로 제시(이종범, 2005)

첨도
Ÿ 분포의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첨도 <±2를 기준으로 제

시(이종범, 2005)

문항-전체 
상관

Ÿ 일반적으로 .3 이상이면 의미 있는 상관이라 여겨짐
Ÿ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과 상관계수가 더 높을 

경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탐색적 
요인 
분석

KMO값
Ÿ 편상관계수가 낮을수록 KMO(Kaiser-Meyer-Okin) 값이 커지며 .6 이상

인 경우 문항 간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Bartlett

구형성 검정
Ÿ 상관행렬이 단위행렬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한 상관행렬이라고 판단함

요인 도출 
기준

Ÿ 카이저(Kaiser)방법(고유값 1 이상을 하위요인으로 도출하는 방법)과 
스크리 도표, 이론적 설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

요인적재량 Ÿ 이론적 해당 하위요인에 .4 이상 (김계수, 2004)

상관관계 분석 Ÿ 상관계수 .3 이상 (p < .05)

신뢰도 분석 Ÿ 내적 일치도 계수 .7 이상

확인적 요인분석
Ÿ 적합지수 RMSEA (< .10), GFI ( > .90), CFI ( > .90), TLI ( > .90)

조건 종합적 검토 
자료: 김계수(2004), 배병렬(2007), 탁진국(2011)

<표 Ⅲ-4> 진로결정 도구개발을 위한 통계치 검토 기준

해 총 3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안면타당도 검사, 2차 구인타당도와 신뢰도검사, 3

차 구인타당도와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였다. 도구개발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도구를 최종 확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통계치 검토 기

준은 다음과 같다. 또한 모형 검증을 위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

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으로 통계치를 검토하였고, 본조사를 위한 최종 문항을 확

정하였다(<표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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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결정

진로결정은 ‘대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굳게 믿고 유지

하려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구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크게 개발 계획 수립 단계, 문항개발단계, 조사단계로 구분된다.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진로결정 도구 개발 절차를 수립하였다(김태환, 2019; 임효신, 정철영, 2014; 정

철영, 2002; 조규형, 2017; 탁진국, 2007). 

[그림 Ⅲ-3] 진로결정 도구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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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확립

진로결정 검사도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수준을 진단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진로를 결정한 수준을 측정한다. 대학은 학생들

의 진로결정의 수준에 맞는 의미 있는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국가는 대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높여 초기 입직 후 1년 이내 이직을 줄이고, 효율적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2) 구인화

진로결정 측정도구의 구성요인, 진로결정 관련 질적연구 등을 검토하여 구성요인을 적

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진로결정의 개념적 특징과 측정도구의 행동 

특징, 대학생의 현상을 이론으로 설정한 근거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진로결정

은 진로를 결정한 높고 낮은 수준이며,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는 정도로 설명하였다(<Ⅱ. 이론적 배경, 2. 진로결정, 2) 진로결

정 구성요인> 참조). 

3) 예비문항 작성 기준 수립

구체적인 문항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탁진국, 2007; Crocker & 

Algina, 1986). 1) 사실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지 말 

것(예: 규칙적인 운동은 몸에 좋다), 2) 거의 모든 사람이 ‘예’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가능성이 많은 문장을 피할 것(예: 나는 화가 날 때가 가끔 있다.), 3) 될 수 있으

면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할 것, 4) 문법상의 오류가 없는 문장을 사용할 것, 5) 모두, 항

상, 전혀, 결코와 같이 전체긍정이나 전체부정을 나타내는 낱말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

므로 가능하면 피할 것, 6) 단지, 거의, 많은 등의 형용사 사용을 피할 것, 7) 가능한 문

장을 ‘만약 ~한다면’ 또는 ‘~하기 때문에’와 같은 절을 포함하는 형태를 피하고 단

순하게 할 것, 8)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할 것, 9) 부정(예: 전혀 아니다, 결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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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기존 측정도구 문항 출처

적
합
성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⑨

22.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③

2.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이나 경력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④

구
체
성

1. 내가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예: 경영, IT, 사회사업 ... 등) ②

희망 직업을 작성하시오. ⑦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⑨

1. 나는 내 미래를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10점: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⑤

5. 나는 내 직업적/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다. ④

<표 Ⅲ-5> 진로결정 관련 기존 도구의 문항

다)의 사용을 피할 것, 10) 이중부정의 문장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장 표현이 

불필요하거나 장황한 것, 중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4) 기존 조사도구 문항 활용

진로결정,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선택몰입 관련 9개의 도구를 검토하였다. 이 

도구 중 이 연구에서 활용할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과 관련된 구성요인과 문항을 검토하

였다. 진로결정 관련 도구의 문항 중 연구에서 설정한 구성요인의 개념과 일치하는 문항

을 선별하여 문항을 활용하였다. 적합성은 Mu(1998), 김태환(2019), 이기학, 한종철

(1997)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구체성은 Jones(1989), Leierer, Peterson, & 

Reardon(2017), Mu(1998), 고홍월, 김계현(2008), Penn & Lent(2016), Savickas 

et al(2018), 김태환(2019) 도구를 활용하였다. 확신성은 Osipow(1976), 고향자

(1993), Jones(1989), 이기학, 한종철(1997), Mu(1998), 김태환(2019)의 일부 문항

을 활용하였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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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내가 희망하는 특정 직종이나 직책을 결정했다. ⑥

4. 내가 선택한 직업에 입문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⑧

확
신
성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를 알고 있다.

①

3.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편안하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②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6. 나는 내가 선택할 직업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23.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③

3. 나는 내 직업적/경력 목표가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4. 나는 내 직업적/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④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⑨

주) 학자별 도구명: ① Osipow(1976), 고향자(1993)번안 – CDS (Career Decision Scale), ②

Jones(1989) - CDP(Career Decision Profile), ③ 이기학, 한종철(1997) - 진로태도성숙, ④

Mu(1008) - CGS(the level of Career-related Goal Setting), ⑤ 고홍월, 김계현(2008) - 진로결정
성숙수준, ⑥ Penn & Lent(2016) - Career Decidedness, ⑦ Leierer, Peterson, & Reardon(2017)

- CSI(Career Decision Inventory), ⑧ Savickas, Profeli, Hilton, & Savickas(2018) - SCCI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⑨ 김태환(2019) - 진로선택몰입

5) 대학생 인터뷰를 통한 문항 수집

새로 구안한 구인의 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대상 인터뷰를 통해 행동을 도출하여 이를 

문항으로 추가할 수 있다(탁진국, 2007).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행동을 도출

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적절성과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조규형, 2017). 연구대상자의 적절성은 연구주제에 대

해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성

은 인터뷰의 결과가 비슷한 패턴으로 확인될 경우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 앞서 기존 도구인 진로결정수준(CDS) 점수를 기준으로 3점 이하와 3점 초

과를 구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였고, 성별과 진로결정에 따라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였으나, 추가로 수도권 지역 학생

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비슷한 패턴으로 확인되어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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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내용 비고

1

연구자 
소개와 
연구설명

Ÿ 연구 소개: 연구자 소개, 연구목적 및 내용, 인터뷰 
목적 및 내용

Ÿ 주의사항: 인터뷰 사례, 비밀보장 확인, 정보 비공개 

2
진로결정 
측정

Ÿ CDS 진로결정수준 
Ÿ CDP 진로결정프로파일

효율적인 인터뷰 
위해 검사 실시

3 구체성

Ÿ 진로를 결정하였는가?

Ÿ 진로를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Ÿ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토대
로 확인할 수 있는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내야 할 
경우 연구자가 

추가로 
질문하였음

4 적합성

Ÿ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고려
하였는가?

Ÿ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직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는가?

Ÿ 진로와 관련된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Ÿ 진로결정 시, 고려하였던 진로대안이 있는가? 그 
진로대안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설정하였는가?

5 확신성

Ÿ 본인의 진로결정에 대해 확신이 있는가?

Ÿ 진로에 대해 불안감이나 모호함을 느끼는가?

Ÿ 진로에 대해 걱정되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진로결정
의 수준 
논의

Ÿ 현재 본인의 진로결정의 수준은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Ÿ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진로결정과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음 

7 마무리 Ÿ 감사인사, 사례 제공

<표 Ⅲ-6> 인터뷰 구조

되어 총 41명으로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자료조사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특징, 의의를 사전에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 비밀유지와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후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구체성, 

적합성, 확신성의 영역으로 실시하였고,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Ⅲ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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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①
나는 내 흥미를 고려하여 진
로를 선택하였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Ÿ 내가 결정한 진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②
나는 내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Ÿ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해야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Ÿ 내 적성을 고려하였다.

③
나는 내 직업가치관을 고려
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Ÿ 직업가치관을 고려해 보았
을 때, 이 직업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Ÿ 직업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
를 선택하였다.

④

나는 그 직업이 하는 일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22.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Ÿ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게 되
었을 때, 생활패턴에 대해 알
고 있다.

Ÿ 나는 타인이 희망직업에 대해 
물어본다면 알려줄 수 있다.

⑤

나는 직업세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Ÿ 미래에도 이 직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있다.

Ÿ 미래에도 이 직업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므로 진로를 선택하였다.

⑥

나는 여러 가지 
진로대안을 고려한 뒤 
진로를 선택하였다.

2.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이나 
경력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Ÿ 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선
택하였다.

Ÿ 이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
가 있다.

<표 Ⅲ-7> 진로결정 문항 초안

총 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21개의 행동 문항을 도출하였

고,‘적합성’은 82개(36명),‘구체성’은 90개(38명), ‘확신성’은 49개(29명)의 자

료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6) 문항 초안 작성  

문항 초안 작성을 위해 기존 진로결정 도구의 일부 관련 문항과 대학생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각 구인의 정의, 기존 측정문항, 인터뷰를 통한 문항을 참고하여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문항 작성 시, 주어와 동사, 형용사 등 문항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항 초안을 작성하였다(<표 Ⅲ-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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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①
나는 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
업 또는 직무가 있다.

1. 내가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예: 경영,

IT, 사회사업 ... 등)

희망 직업을 작성하시오.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Ÿ 나는 졸업 이후 일하고 싶은 
하나 이상의 직장(기관, 기업)

이 있다.

Ÿ 나는 졸업 이후 일하고 싶은 
하나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
가 있다.

②
나는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
장이 있다.

③

나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진로목표가 
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Ÿ 나는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진로목표가 있다.

④

나는 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10점: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
가 있다.

나는 내가 희망하는 특정 직종
이나 직책을 결정했다.

Ÿ 나의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⑤

나는 대학 기간 내에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4. 내가 선택한 직업에 

입문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Ÿ 나는 대학기간에 진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⑥

나는 대학 졸업 이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5. 나는 내 직업적/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를 명확히 알고 있다.

Ÿ 나는 대학 졸업 이후 구체
적인 계획이 있다.

확신성

①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1. 나는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3.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편안하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4. 내가 선택한 진로나 앞으로 
선택할 진로에 대해 불안하

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Ÿ 나는 진로를 생각하면 편안하
다.

Ÿ 나는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하
다(R).

②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굳게 믿는다.

6. 나는 내가 선택할 직업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23.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Ÿ 내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

③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를 유지
할 것이다.

Ÿ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를 유지
할 것이다.

④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Ÿ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
하기 어렵겠지만 몇 년이 걸
리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⑤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3. 나는 내 직업적/경력 목표가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4. 나는 내 직업적/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Ÿ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계획에 
따른다면,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Ÿ 나는 내 진로가 실현가능하다
고 생각한다.

⑥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R)

Ÿ 나는 OO직업인으로 반드시 성
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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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항 반응양식 결정

문항 반응양식은 최대능력형 검사(예. 적성검사, IQ검사)나 행동표현형 검사(예. 흥미

검사, 성격검사)에 따라 척도양식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행동표현형 검사는 Likert 양

식을 활용한다(김성곤, 2000; 정철영, 2002). 진로결정은 개인의 행동을 측정하는 것으

로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8) 문항검토 및 수정

문항검토를 위해 교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 타당도

는 1: 전혀 타당하지 않음, 3: 보통임, 5: 매우 타당함의 5점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고, 

하위구인과 문항별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문항의 타당도는 4.00~5.00으로 확인되었다.

9) 도구개발을 위한 조사

도구개발을 위해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의 이해

도를 검증하기 위해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2차 조사는 문항의 신뢰도와 구인타당도

를 검증하고 문항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3차 조사 이후 내용타당도, 신뢰도와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표 Ⅲ-8> 참조).

구분 목적 신뢰도 및 타당도 대상 결과 요약

1차 
조사

대학생을 대상,

문항의 이해도 검증
Ÿ 안면타당도

대학생 
34명

안면타당도 문항별 평균 
4.45~4.79

2차 
조사

문항의 신뢰도 및 
구인타당도 검증 
및 문항 수정

Ÿ 문항내적합치도
Ÿ 구인타당도

대학생 
120명

9번 문항의 수정 필요

3차 
조사

문항의 신뢰도 
구인타당도 검증 
및 문항 확정

Ÿ 내용타당도
Ÿ 문항내적합치도
Ÿ 구인타당도

대학생 
290명

3문항 삭제 후,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함.

모형적합도 확인

<표 Ⅲ-8> 진로결정 도구개발을 위한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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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조사

1차 조사는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의 안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4.45~4.79로 확인되었다(<표 Ⅲ-9> 참조). 1차 조사 시 사용하였던 문

항은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을 구인으로 각각 6문항씩, 총 18문항을 조사하였다. 

문항 번호 평균 최소값 최대값 문항 번호 평균 최소값 최대값
1 적합성1 4.62 4 5 10 구체성4 4.66 4 5

2 적합성2 4.62 4 5 11 구체성5 4.59 3 5

3 적합성3 4.66 3 5 12 구체성6 4.55 3 5

4 적합성4 4.72 4 5 13 확신성1 4.59 3 5

5 적합성5 4.66 4 5 14 확신성2 4.45 3 5

6 적합성6 4.45 3 5 15 확신성3 4.62 4 5

7 구체성1 4.79 4 5 16 확신성4 4.55 3 5

8 구체성2 4.66 4 5 17 확신성5 4.52 3 5

9 구체성3 4.62 4 5 18 확신성6 4.62 4 5
주) 응답자 34명

<표 Ⅲ-9> 1차 조사 안면타당도

4번, 9번, 12번 문항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었다. 4번은 구체성 4번 문항으로 ‘인생

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진로목표’라는 어구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의

견이 있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진로결정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성의 

다른 문항에도 ‘구체적인’ 단어를 포함하였으므로 일관성을 위해 기존 문항을 유지하

였다. 적합성3번 문항은 진로를 선택하였다는 것이 직무를 의미하는지 직장을 의미하는

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진로는 직무와 직장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다른 문항에도 ‘진로’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기존 문항을 유지하였다. 적합성6번 문

항은 진로대안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

이 있었다. 대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길어질 수 있으며, 1명을 

제외하고 진로대안이라는 용어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었으므로 기존 문항을 유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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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적합성1 1 5 3.66 1.088 -.475 -.479

2 적합성2 1 5 3.67 1.007 -.593 .065

3 적합성3 1 5 3.78 .900 -.400 .117

4 적합성4 1 5 3.82 .970 -.802 .701

5 적합성5 1 5 3.44 1.044 -.158 -.499

6 적합성6 1 5 3.38 1.055 -.386 -.392

7 구체성1 1 5 3.66 1.033 -.527 .038

8 구체성2 1 5 3.42 1.097 -.309 -.545

9 구체성3 1 5 3.83 .982 -.688 .236

10 구체성4 1 5 3.33 1.048 -.172 -.510

11 구체성5 1 5 3.47 1.100 -.435 -.498

12 구체성6 1 5 3.30 1.034 -.122 -.639

13 확신성1 1 5 3.49 1.021 -.146 -.718

14 확신성2 1 5 3.53 1.069 -.151 -.891

15 확신성3 1 5 3.65 1.105 -.483 -.560

16 확신성4 1 5 3.83 .958 -.514 -.106

17 확신성5 1 5 4.10 .911 -1.014 1.051

18 확신성6 1 5 3.85 1.001 -.663 .081

n=120

<표 Ⅲ-10> 2차 조사 문항분석

나) 2차 조사 

2차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문

항내적합치도와 구인타당도(탐색적 요인분석)를 검증하였다. 2차 조사 문항분석 결과, 전

체 문항의 평균은 3.30~4.10의 수준으로 1.4~4.5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편차는 .75이상이며, 왜도와 첨도는 각각 <±2 기준을 충족시켜 적절한 수준으로 확

인되었다(<표 Ⅲ-10> 참조). 

상관분석 결과 9번(적합성3)의 경우, 9번과 1번(.227*), 9번과 2번(.280*), 9번과 7

번(.250*), 9번과 8번(.235*), 9번과 11번(.264*)이 .30이하로 확인되어 9번 문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이 .70이상으로 확

인되었고,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 신뢰도계수인 .947

보다 높아지는 것은 없었다. 단, 9번(적합성3)의 경우 삭제 시 기존 신뢰도계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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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내적 신뢰도계수를 확인한 결과, 구체성은 .901, 

적합성은 .827, 확신성은 .915로 문항제거 시 신뢰도계수와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Ⅲ

-11> 참조). 

문항번호 문항
성분

1 2 3

1 구체성1 나는 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업 또는 직무가 있다. 0.722 0.378 0.216

2 구체성2 나는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기관, 기업 등)이 있다. 0.602 0.225 0.306

3 구체성3 나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진로목표가 있다. 0.600 0.263 0.408

4 구체성4
나는 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0.842 0.210 0.203

5 구체성5
나는 대학기간 내에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0.772 0.199 0.266

6 구체성6
나는 대학 졸업 이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0.788 0.251 0.287

7 적합성1 나는 내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0.427 0.659 0.246

8 적합성2 나는 내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0.192 0.759 0.242

9 적합성3
나는 내 직업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0.188 -0.002 0.669

10 적합성4
나는 그 직업이 하는 일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0.313 0.668 0.373

11 적합성5
나는 직업세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0.358 0.639 0.132

12 적합성6
나는 여러 가지 진로대안을 고려한 뒤 진로를 
선택하였다.

0.126 0.720 0.147

13 확신성1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0.358 0.481 0.547

14 확신성2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굳게 믿는다. 0.322 0.461 0.646

15 확신성3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를 유지할 것이다. 0.358 0.249 0.615

16 확신성4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0.228 0.535 0.592

17 확신성5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가 실현가능하다고 믿는다. 0.257 0.310 0.759

18 확신성6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0.294 0.429 0.712

<표 Ⅲ-11> 2차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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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920 (p=.000) 으로 .60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이론적으로 해당 하위요인에 .4 이상이여야 

하고, 문항이 해당하는 하위요인에 가장 높은 적재량을 가진 것을 해당 요인으로 도출한

다. 구체성1~구체성6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적합성3은 확신성1~확신성6 요인에 

같이 묶였다. 상관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적합성3 문항의 수정이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다) 3차 조사

3차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학생 32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응답을 제거하고 

2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문항내적합치도와 구인타당도(탐색적 요인분석)를 검

증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3차 조사 문항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Ⅲ-12> 참조).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구인 및 전체 상관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 전체
적합성1 3.71 1.113 -.596 -.455 .815** .515** .531** .697**

적합성2 3.66 1.037 -.627 -.013 .823** .525** .560** .715**

적합성3 3.75 1.072 -.586 -.106 .793** .537** .539** .702**

적합성4 3.82 0.968 -.677 .315 .802** .553** .601** .734**

적합성5 3.64 0.905 -.313 -.418 .633** .328** .381** .502**

적합성6 3.53 0.934 -.297 -.267 .663** .401** .429** .559**

구체성1 3.58 1.102 -.587 -.193 .584** .841** .662** .791**

구체성2 3.49 1.132 -.324 -.480 .384** .775** .524** .640**

구체성3 3.63 1.008 -.442 -.134 .565** .771** .606** .736**

구체성4 3.20 1.113 -.161 -.465 .538** .863** .603** .761**

구체성5 3.33 1.069 -.282 -.345 .485** .804** .541** .695**

구체성6 3.19 1.142 -.210 -.506 .540** .847** .598** .754**

확신성1 3.23 1.044 -.232 -.406 .534** .561** .784** .706**

확신성2 3.34 1.142 -.197 -.634 .555** .619** .863** .766**

확신성3 3.59 0.984 -.369 -.410 .502** .596** .776** .705**

확신성4 3.76 0.872 -.438 -.196 .530** .582** .783** .712**

확신성5 3.96 0.800 -.449 -.105 .571** .542** .780** .710**

확신성6 3.66 0.896 -.218 -.477 .531** .554** .811** .712**
n=290

<표 Ⅲ-12> 3차 조사 문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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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은 3.20~3.96으로 1.4~4.5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편차는 

.800~1.142로 .75이상이며, 왜도와 첨도는 각각 <±2 기준을 충족시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문항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영역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요인

과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2> 참조).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이 .70이상으로 확인되었고,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 전체 신뢰도계수 .944보다 높아지는 것은 없었다. 단, 11

번(적합성5)의 경우 삭제 시 기존 신뢰도계수보다 높아지지만 5번은 적합성의 요소에 

포함되어야 함으로 유지하였다. 유형별 내적 신뢰도계수를 확인한 결과, 적합성은 .865, 

구체성은 .919, 확신성은 .888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3> 참조).

문항 
번호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신뢰도 
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신뢰도 
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신뢰도 
계수

1 .733 .828 .818 .898 .685 .872

2 .756 .824 .681 .917 .800 .853

3 .737 .828 .757 .907 .681 .872

4 .718 .832 .833 .896 .662 .875

5 .440 .877 .748 .908 .673 .875

6 .579 .856 .789 .902 .746 .862

신뢰도계수 .865 .919 .888

<표 Ⅲ-13> 3차 조사 신뢰도 계수

3차 조사 이후, 교육학(진로교육 전공) 교수 5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

고, 적합성 4번, 구체성 4번, 확신성 2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부록 1] 참조). 예비

문항 작성 기준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삭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항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성 4번과 5,6번의 내용이 중복되어 4번을 5,6

번으로 대체가능한 문항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구체성4번과 5번의 

상관은 .689, 구체성 4번과 6번의 상관은 .730 으로 확인되었다. 대체가능하다고 판단되

어 구체성 4번은 ‘예비문항 작성 기준’의 ‘중복되지 않는 문항’의 조건에 위배되어 

삭제하였다. 한편 적합성4번은 ‘예비문항 작성 기준’의 ‘오류가 없는 문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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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문항
성분

1 2 3

적합성1 나는 내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871 .470 .568

적합성2 나는 내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861 .542 .606

적합성3 나는 내 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781 .524 .504

적합성4 나는 그 직업이 하는 일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삭제

적합성5 나는 직업세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392 .337 .311

적합성6 나는 여러 가지 진로대안을 고려한 뒤 진로를 선택하였다. .534 .480 .401

구체성1 나는 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업 또는 직무가 있다. .633 .836 .702

구체성2 나는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기관, 기업 등)이 있다. .455 .724 .528

구체성3 나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진로목표가 있다. .592 .779 .665

구체성4 나는 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삭제

구체성5 나는 대학기간 내에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521 .774 .571

구체성6
나는 대학 졸업 이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506 .831 .627

확신성1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479 .598 .639

확신성2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굳게 믿는다. 삭제

확신성3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를 유지할 것이다. .451 .570 .691

확신성4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525 .540 .741

확신성5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가 실현가능하다고 믿는다. .558 .502 .789

확신성6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478 .641 .811

추출 방법: 최대우도법.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표 Ⅲ-14> 3차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에 위배되어 삭제하였다. 확신성2번은 ‘오류가 없는 문장’의 조건에 위배되어 확신성1

번과의 상관을 확인하여 대체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신성1번과 확신성2번의 상관은 

.720으로 높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대체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체성1번과 

확신성1~6번과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518, .560, .580, .538, .488, .488 로 확인되

어, 보통 수준의 상관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적합성 4번, 구체성 4번, 확신성 2번의 

총 3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총 15개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는 확신성 

.809, 구체성 .873, 확신성 .852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Ⅲ-14> 참조).



- 85 -

탐색적 요인분석의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940 (=.000) 으로 .60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성1,2,3,5,6, 적합성1,2,3,5,6, 확신성1,3,4,5,6으로 요인 

성분이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χ2=480.740(=.000), RMSEA=.092, GFI=.909, CFI=.885, IFI=.909로 적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5> 참조).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 .05 적합 480.740 (=.000) 부적합, 미적용

절대적합
지수

RMSEA < .10 적합 0.092 적합
GFI > .90 적합 0.909 적합

증분적합
지수

IFI > .90 적합 0.909 적합

CFI
> .90 적합

0.885 양호
> .80 양호

자료: 배병렬. (2009).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표 Ⅲ-15> 도구개발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기준 및 결과

[그림 Ⅲ-4] 도구개발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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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조모형 분석을 위한 진로결정 신뢰도계수

진로결정 잠재변인은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설정하였다. 관찰변인 측정도구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응답범위는 5점 Likert 척도이

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의 신뢰도는 전체 

.929이며, 본조사의 신뢰도는 전체 .921, 적합성 .809, 구체성 .874, 확신성 .852로 적절

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6> 참조).

관찰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내적 일치도 계수

예비조사(n=290) 본조사(n=543)

적합성 5 1 ~ 5 .896 .809

구체성 5 6 ~ 10 .832 .874

확신성 5 11 ~ 15 .853 .852

전체 15 1 ~ 15 .929 .921

<표 Ⅲ-16> 진로결정 척도 구성 및 신뢰도 계수

나. 미래시간관

미래시간관 잠재변인은 가치, 연속성으로 설정하였다. 관찰변인 측정도구는 Walker & 

Tracey(2012)를 정은교, 안도희(2019)가 번안한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한 19

문항을 사용하였다.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응답범위는 5점 Likert 척도이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시간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Walker & Tracey(2012)에 따르면 

.69~.84로 보고되었다. 예비조사의 신뢰도는 전체 .862이며, 본조사는 전체 .862, 가치 

.714, 연속성 .877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7> 참조).

관찰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내적 일치도 계수

예비조사(n=290) 본조사(n=543)

가치 7 1 ~ 7 .760 .714

연속성 12 8 ~ 19 .873 .877

전체 19 1 ~ 19 .862 .862
주) 역문항: 2, 8, 10, 11, 13, 14, 15, 16, 19번 문항

<표 Ⅲ-17> 미래시간관 척도 구성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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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결정관계성

진로결정관계성 잠재변인은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으로 설정하였다. 관찰변인 측정

도구는 김은영(2007)의 도구 22문항을 활용하였다.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응답범위는 5

점 Likert 척도이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은

영(2007)에 따르면 .82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 전체 신뢰도는 .931이며, 본

조사는 전체 .939, 지지 .919, 모델링 .873, 활동 .905, 조언 .889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8> 참조).

관찰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내적 일치도 계수

예비조사(n=290) 본조사(n=543)

지지 6 1 ~ 6 .911 .919

모델링 5 7 ~ 11 .872 .873

활동 6 12 ~ 17 .902 .905

조언 5 18 ~ 22 .873 .889

전체 22 1 ~ 22 .931 .939

<표 Ⅲ-18> 진로결정관계성 척도 구성 및 신뢰도 계수

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의 잠재변인은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으로 설정하였다. 관찰

변인 측정도구는 최동선(2003)이 개발하고 김태환(2019)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관찰변인 특정도구의 응답범위는 5점 Likert 척도이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동선(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도는 .81~.92로 보고되었고, 김태환(2019)의 연구에 따르면 .787~.905로 

보고되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 전체 신뢰도는 .932이며, 본조사는 

전체 .938, 자신에 대한 탐색 .843, 직업에 대한 탐색 .921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

다(<표 Ⅲ-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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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내적 일치도 계수

예비조사(n=290) 본조사(n=543)

자신에 대한 탐색 12 1 ~ 12 .846 .843

직업에 대한 탐색 16 13 ~ 28 .933 .921

전체 28 1 ~ 28 .932 .938

<표 Ⅲ-19> 진로탐색행동 척도 구성 및 신뢰도 계수

마.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단일구인으로 관찰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Chen et al.(2001)

의 도구 8문항을 사용하였다.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응답범위는 5점 Likert 척도이고, 합

산한 값이 클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 신뢰도는 .901, 

본조사는 .913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Ⅲ-20> 참조).

관찰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내적 일치도 계수

예비조사(n=290) 본조사(n=543)

자기효능감 8 1 ~ 8 .901 .913

<표 Ⅲ-20> 자기효능감 척도 구성 및 신뢰도 계수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이 컴퓨터, 핸드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작하였다. 학과의 교수, 조교 또는 해당 학교 학생

의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 안내와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와 QR코드를  PPT의 형태

로 제공하였고, 설문을 요청하였다. 협조자를 섭외하여, 사전에 전화 및 e메일을 통해 충

분히 협조를 구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 안내를 하고 조사를 실시한 

학교도 있었다. 설문지 배포 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설문 방법, 조사 대상, 학생 설문 

안내 및 답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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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는 2개 학교를 섭외하여 각 60명씩 총 120명을 조사하였다. 학교별 조력자 

1~2명을 섭외하여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는 학년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학년별 최소 5명 이상의 인원 섭외를 요청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학생과 조력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본조사는 우리나라의 10개 대학의 계열별로 30명씩 총 60명을 섭외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교별 계열별로 조력자를 섭외하여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년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조력자에게 학

년별 최소 8명 이상의 인원을 섭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과 조력자에

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3.5%), 이후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총 534부의 자료를 최종 활용하

였다(유효자료율: 89.0%).

본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261명(48.9%), 여자 273명(51.1%), 학년별로 저학년 

251명(47.0%), 고학년 283명(53.0%)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소재지별로 수도권 248명

(45.9%), 비수도권 289명(54.1%)으로 확인되었고, 전공별로 인문사회계열 258명

(48.3%), 자연공학계열 276명(51.7%)으로 확인되었다(<표 Ⅲ-21> 참조).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성별
남자 261 48.9

여자 273 51.1

학년

저학년
1학년 140 26.2

2학년 111 20.8

소계 251 47.0

고학년
3학년 130 24.3

4학년 153 28.7

소계 283 53.0

전공
인문사회계열 245 45.9

자연공학계열 289 54.1

대학 소재지
수도권 258 48.3

비수도권 276 51.7

합계 534 100.0

<표 Ⅲ-21> 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 90 -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0, AMOS 23.0 및 Mplus 

6.12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진로결

정 도구개발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 AMOS 23.0을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Mplus 6.12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원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자료 

분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찰변인 분석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를 정교화하기 위

해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이상치 제거를 위해 마할라노비스 거리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할라노비스 거리 값의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올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배병렬(2016)은 각 변인의 일변량 

분포를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Hong, Malik와 Lee(2003)는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

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수집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

찰변인의 상관행렬을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에 관찰변인 간 상관계

수가 통계적 기준( <.05)에 유의하고 .3 이상의 통계치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입

력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

로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실제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

기 전,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실시하면, 분석 오류발생 시, 

오류 원인이 측정의 오류인지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인지 구분해 낼 수 있다(배병렬, 

2009). 이 연구는 Mplus 6.12를 통해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

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최소제곱법에 비해 다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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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 적

합도 판단을 위해 카이제곱() 값과 RMSEA, SRMR, TLI, CFI를 활용하였다. 한편 

카이제곱 값은 사례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변인들의 다변량 정규성 가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카이제곱() 값은 사례 수가 500개를 넘으면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각

하게 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이훈영, 2010). 이 연구에서는 사례 수가 

500개가 넘으므로 카이제곱() 값을 확인하였으나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모형 적합도 판단은 Mplus 6.12가 제공하는 RMSEA, SRMR, CFI, TLI의 네 가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표 Ⅲ-22> 참조).

구 분 적합도 판단 기준

카이제곱( ) 값  > .05

절대적합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10 적절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 0.10 적절
증분적합
지수

TLI(Tucker & Lewis Index) ≥ 0.90 적절
CFI(Comparative Fit Index) ≥ 0.90 적절

자료: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표 Ⅲ-22> 구조방정식 적합지수 해석 기준

모형 적합도 확인 후에는 개념타당도를 판단하였다. 개념타당도란 모형 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로 확인할 수 있다. 

집중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

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이 요인적재량 .5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6). 판별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이 다른 잠

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8 이상이면 판별타당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훈영, 2010).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성 및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 및 모형 적합성 

판단은 측정 모형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임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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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atio)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정은 Mplus 6.12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배병렬, 2016). 조절효과 검정은 이 연구에서 사용

된 변인들이 모두 연속 변인으로 측정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하더라도 상호작

용 변수들의 분포는 비정규분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변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QML(quasi-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추정방법으로 알려진 잠재조절구조방정식 모형(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LMS)을 검증하였다(Klein & Moosbrugger, 2000; Klein 

& Muthen, 2007). 잠재조절구조방정식(LMS) 접근법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LMS 접근법 중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형(모형 1) 분석 후 상호

작용항이 있는 모형(모형 2)을 분석하는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모형 1과 모형 2의 우도

비 검증통계량을 비교하여 더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의 이론적 모형과 통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모형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

정 사이에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로 투입되는 모형이다. 가설별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Ⅲ-23> 참조).

연구가설 통계 방법

모형 가설 2. 이론적 연구 모형의 부합 수준 모형 적합도 검증

직접 
효과

가설 3-1. 미래시간관→진로결정
가설 3-2. 미래시간관→진로탐색행동
가설 3-3. 진로결정관계성→진로결정
가설 3-4. 진로결정관계성→진로탐색행동
가설 3-5. 진로탐색행동→진로결정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

매개 
효과

가설 4-1. 미래시간관→진로탐색행동→진로결정
가설 4-2. 진로결정관계성→진로탐색행동→진로결정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

조절 
효과

가설 5. 진로탐색행동→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LMS) 분석

<표 Ⅲ-23> 연구가설에 따른 자료 통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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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진로결정 분석 결과

가. 진로결정 구인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구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적합성과 구체성은 .608, 적합성

성과 확신성은 .596, 구체성과 확신성은 .685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의 구인별 상관은 

.596~.685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합성은 확신성보다 구체성과 상관이 높았고, 

구체성은 적합성보다 확신성과의 상관이 높았다. 확신성은 구체성과의 상관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표 Ⅳ-1> 참조).

변인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

적합성 1

구체성 .608** 1

확신성 .596** .685** 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1> 진로결정 구인별 상관관계

나.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남학생 3.56, 

여학생 3.57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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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534)

성별

t값남학생
(n=261)

여학생
(n=273)

진로결정

적합성 3.61 (.750) 3.57 (.731) 3.66 (.767) -1.329

구체성 3.50 (.799) 3.48 (.831) 3.52 (.777) -.508

확신성 3.41 (.858) 3.46 (.797) 3.37 (.912) 1.263

전체 3.57 (.676) 3.56 (.677) 3.57 (.676) -.195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2>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2)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의 관찰변인 중 구체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성의 사후검증 결과, 2학년(3.40점) 보다 4학년(3.65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적합성과 확신성은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적합

성, 구체성, 확신성 모두 1학년 때 높았다가 2학년 때 낮아졌다가 다시 3, 4학년 때 오

르는 양상을 보였다(<표 Ⅳ-3> 참조). 

변인
전체

(n=534)

학년
F값1학년

(n=140)

2학년
(n=111)

3학년
(n=130)

4학년 
(n=153)

진로 
결정

적합성
3.61 3.72 3.50 3.59 3.62

1.767
(.750) (.740) (.771) (.742) (.747)

구체성
3.50 3.46 3.40 3.45 3.65

2.750*
(.799) (.883) (.837) (.718) (.754)

확신성
3.41 3.41 3.32 3.41 3.48

0.720
(.858) (.898) (.916) (.757) (.862)

전체
3.57 3.58 3.47 3.54 3.64

1.488
(.676) (.698) (.709) (.617) (.676)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관찰변인 사후검증 결과 – 진로결정 구체성 : 2학년 < 4학년

<표 Ⅳ-3>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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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았다. 진로결

정의 구체성, 확신성 관찰변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결정의 구체성은 비수도권

(3.55점)이 수도권(3.35점)보다 높았고, 확신성은 비수도권(3.66점)이 수도권(3.51점) 

보다 높았다. 진로결정은 수도권(3.48점)보다 비수도권(3.64점)이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4> 참조).

 

변인
전체

(n=534)

대학 소재지

t값수도권
(n=245)

비수도권
(n=289)

진로결정

적합성 3.61 (.750) 3.56 (.789) 3.66 (.714) -1.619

구체성 3.50 (.799) 3.39 (.874) 3.59 (.726) -3.002**

확신성 3.41 (.858) 3.27 (.906) 3.53 (.799) -3.466**

전체 3.57 (.676) 3.48 (.713) 3.64 (.636) -2.626**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4>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4)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았다. 진로결정

과 진로결정의 적합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결정은 인문사회계열 3.64점이 자연

공학계열 3.50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의 적합성은 인문사회

계열 3.70점이 자연공학계열 3.53점에 비해 높았다. 구체성과 확신성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Ⅳ-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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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534)

전공계열
t값인문사회

(n=258)

자연공학
(n=276)

진로결정

적합성 3.61 (.750) 3.70 (.723) 3.53 (.767) 2.713**

구체성 3.50 (.799) 3.56 (.802) 3.44 (.801) 1.770

확신성 3.41 (.858) 3.47 (.885) 3.36 (.830) 1.484

전체 3.57 (.676) 3.64 (.655) 3.50 (.690) 2.4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5> 전공계열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2. 관찰변인 분석 결과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인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

행동 변인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Ⅳ-6> 참조).

잠재변인 관찰변인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5점 환산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진로결정
적합성 5 8 25 18.07 3.752 3.61 0.750 -.311 -.235

구체성 5 5 25 17.49 4.015 3.50 0.803 -.362 -.072

확신성 5 8 25 18.19 3.605 3.41 0.858 -.154 -.454

미래 
시간관

가치 7 9 34 23.31 4.061 3.33 0.580 -.206 .113

연속성 12 24 60 45.78 7.356 3.82 0.613 -.343 -.266

진로결정 
관계성

지지 6 9 30 23.88 4.268 3.98 0.711 -.532 .189

모델링 5 5 25 16.71 4.277 3.34 0.855 -.131 -.255

활동 6 6 30 19.42 5.513 3.24 0.919 -.256 -.360

조언 5 5 25 16.99 4.307 3.40 0.861 -.259 -.264

진로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12 18 60 40.67 7.824 3.39 0.652 .106 .009

직업에 대한 탐색 16 16 80 47.91 12.473 2.99 0.780 .056 .021

자기효능감 6 12 30 22.91 3.553 3.77 0.641 -.045 -.135

<표 Ⅳ-6>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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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5점 환산 평균은 적합성(3.61점), 구체성(3.50점), 

확신성(3.41점) 순으로 높았다. 미래시간관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5점 환산 평균은 가

치(3.33점), 연속성(3.82점)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관계성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5점 

환산 평균은 조언(3.98점), 모델링(3.34점), 활동(3.24점), 지지(3.40점)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5점 환산 평균은 자신에 대한 탐색(3.39점), 직업

에 대한 탐색(2.99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5점 환산 평균

은 3.77로 나타났다.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판단하였다.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 ration, c.r.)이 

나타나는데, 이는 검증통계량과 같으며 그 값이 ±1.96을 벗어날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을 뜻한다. 특정 관측변인의 왜도 또는 첨도가 단일변량 정규성에 어긋날 때, 유의

하기 나타나게 된다. 왜도의 절대값은 .045~.532, 첨도의 절대값은 .009~.426으로 경

험적 기준인 왜도 절대값 2, 첨도 절대값 4 이내 기준을 충족하였다. 즉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에 있어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나.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7> 참조). 관찰변인의 상

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관계성

은 각각 독립변인으로 매우 낮은 상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

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변인이므로, 이 외 다른 변인과는 낮은 상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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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관찰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로 
결정

1. 적합성 1 　 　 　 　 　 　 　 　 　 　 　

2. 구체성 .608** 1 　 　 　 　 　 　 　 　 　 　

3. 확신성 .685** .596** 1 　 　 　 　 　 　 　 　 　

미래 
시간관

4. 가치 .211** .184** .209** 1 　 　 　 　 　 　 　 　

5. 연속성 .273** .252** .227** .372** 1 　 　 　 　 　 　 　

진로 
결정 
관계성

6. 지지 .454** .454** .425** .140** .342** 1 　 　 　 　 　 　

7. 모델링 .530** .397** .423** .243** .285** .546** 1 　 　 　 　 　

8. 활동 .447** .354** .422** .087* .198** .410** .546** 1 　 　 　 　

9. 조언 .382** .369** .374** .157** .168** .507** .602** .575** 1 　 　 　

진로 
탐색 
행동

10. 자신에 대한 
탐색

.438** .488** .358** .317** .302** .432** .510** .403** .512** 1 　 　

11. 직업에 대한 
탐색

.484** .470** .413** .217** .228** .326** .526** .509** .516** .772** 1 　

12. 자기효능감 .439** .439** .436** .139** .323** .524** .429** .370** .408** .424** .461** 1

주: * <.05, **  <.01, ***  <.001

<표 Ⅳ-7>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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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 검증 결과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측정변인

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측정모형의 카이제곱() 값의 유의수준()은 0.000으로  > .05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으나, 이 외의 적합도 지수 확인 결과, RMSEA는 .093, SRMR은 .040, CFI는 

.935, TLI는 .906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연구 자료를 잘 설명

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1) ***  <.001

주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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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조모형의 신뢰도 평가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수를 활용한다. 개념신뢰도는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

정한 것으로, 신뢰도가 높은 척도는 내적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신뢰도는  

.60~.70 사이이면 수용가능하다(배병렬, 2015). 평균분산추출지수는 개념에 대해 지표

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5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은 평균분산추출 0.531~0.771

로 .50 이상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념신뢰도도 .665~.799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미래시간관은 AVE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개

념신뢰도의 기준은 충족하므로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Ⅳ-8> 참조).

변인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

진로결정 0.632 0.749

미래시간관 0.377 0.665

진로결정관계성 0.531 0.799

진로탐색행동 0.771 0.667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8>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다. 측정모형의 개념타당도 분석 결과

개념타당도는 모형 내 관찰변인이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수

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확인하였다. 수

렴타당도는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에서는 잠재변인으로 구조적 관계를 관찰하는데 잠재변인

은 각각의 관찰변인 측정 값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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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계수 및 이

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

도를 판단하였다. 수렴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요인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계수 .50 이상, .95 이하 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닌다(Bagozzi 

& Yi, 1991). 이 연구의 경우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567에서 .880으로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참조).

  

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진로결정

적합성1) 1.000 0.739

구체성 1.227 0.847*** 0.070 17.497

확신성 1.231 0.796*** 0.072 17.154

미래
시간관

가치1) 1.000 0.567

연속성 1.225 0.657*** 0.198 6.185

진로결정 
관계성

지지1) 1.000 0.661

모델링 1.457 0.802*** 0.096 15.254

활동 1.365 0.699*** 0.102 13.405

조언 1.393 0.760*** 0.096 14.490

진로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1) 1.000 0.877 　 　

직업에 대한 탐색 1.199 0.880*** 0.058 20.825

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9>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변별타

당도는 그 값이 .80 이하여야 한다. 이는 관찰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

변인과 일정 수준 구별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Ⅳ-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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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진로결정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1 　 　 　

미래시간관 .337** 1 　 　

진로결정관계성 .612** .312** 1 　

진로탐색행동 .555** .322** .615** 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10>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라. 측정모형의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개인이 동일한 시점에 자기보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총 관찰변인에 대해 Harman(1976)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요인이 전체 변량의 46.2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50.0%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측정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Ⅳ-11> 참조).

변인 공통성 성분행렬 고유값 설명변량

진로결정

적합성 .681 .710

5.092 46.294%

구체성 .765 .759

확신성 .775 .703

미래시간관
가치 .709 .357

연속성 .616 .438

진로결정관계성

지지 .474 .686

모델링 .644 .772

활동 .605 .687

조언 .703 .716

진로탐색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682 .757

직업에 대한 탐색 .660 .758

<표 Ⅳ-11> 측정모형의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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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과적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이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카

이제곱 값의 는 0.000으로  >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카이제곱 값()은 사

례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가정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합도 판단 시 이를 주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적합도 분석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RMSEA는 .093, SRMR은 .040, TLI는 .905, CFI는 .935로 기준치를 

충족하여,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충족되었다(<표 Ⅳ-12>, [그림 Ⅳ-2] 참조).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카이제곱( ) 값  > .05 225.292 (df=38, =.000) 부적합, 미적용

절대적합
지수

RMSEA < .10 0.093 적합
SRMR < .08 0.040 적합

증분적합
지수

TLI > .90 0.905 적합
CFI > .90 0.935 적합

<표 Ⅳ-12>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그림 Ⅳ-2]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계수를 의미함
주2)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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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대학생의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간 구조모형

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는 .093, SRMR

은 .040, TLI는 .905, CFI는 .935로 기준치를 충족하여,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모든 적

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조모형은 연구 자

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조방정

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귀무가

설이 기각되었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2가 채택되었다.

나. 직접효과 분석 결과

인과적 구조모형에 따라 잠재변인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

게 확인되었다(<표 Ⅳ-13> 참조).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C.R)

가설3-1. 미래시간관 
→ 진로결정

.293 .141** .152 1.930

가설3-2. 미래시간관 
→ 진로탐색행동

.330 .189** .124 2.650

가설3-3.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결정

.751 .519*** .129 5.803

가설3-4.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탐색행동

.786 .646*** .082 9.523

가설3-5.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208 .175* .099 2.111

*: p<0.05, **: p<0.01, ***: p<0.001

<표 Ⅳ-13>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 105 -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β=.141)을 미쳤으며, 진로탐색

행동에도 정적인 영향(β=.189)을 미쳤다.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

(β=.519)을 미쳤으며, 진로탐색행동에도 정적인 영향(β=.646)을 미쳤다. 진로탐색행

동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β=.175)을 미쳤다. 

가설3-1.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미래시간관의 표준화 경로계수(β)는 .14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결

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3-2.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미래시간관의 표준화 경로계수(β)는 .189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이 진로탐색행동에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

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

의 미래시간관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3-3.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진로결정관계성의 표준화 경로계수(β)는 .519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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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에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

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

해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3-4.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진로결정관계성의 표준화 경로계수(β)는 .646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탐색

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진로결정관계

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3-5.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β)는 .17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

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생의 진로탐색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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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β=.033)가 있었다. 또한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

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β=.113)가 있었다(<표 Ⅳ-14> 참

조).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S.E)

z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설4-1.

미래시간관 →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069 .033* .043 1.563 [.003, .173]

가설4-2.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163 .113* .079 2.132 [.001, .306]

주1) p<0.05, **: p<0.01, ***: p<0.001
주2) 부트스트레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으로써,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

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Ⅳ-14>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4-1.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3이

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

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진로결정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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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2.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13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

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

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진로결정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인 투입 모형(모형 1)과 잠재조절 모형(모형 2)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모형 1)은 상호작용항이 없이 조절변인만 투

입한 모형이고, 잠재조절 모형(모형 2)는 조절변인과 상호작용항을 모두 포함한 모형이

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모형 1과 모형 2의 로그우도비 변화량를 확인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의 이론적 모형과 통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 분석 결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조절변인 투입 모형(모형 1)을 추정하였

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은 상호작용항 없이 조절변인만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 추정 결

과, 카이제곱() 값 469.279(우도비: -5387.123), RMSEA .128, SRMR .143, CFI 

.858, TLI .805로 나타났다. RMSEA와 SRM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CFI와 TLI

는 .90에 근접한 수치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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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표 Ⅳ-15> 참고).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S.E)

t값
(C.R)

직접효과
연구가설

가설2-1. 미래시간관 
→ 진로결정

.228 .126 1.809*

가설2-2. 미래시간관 
→ 진로탐색행동

.340 .110 3.090**

가설2-3.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결정

.619 .109 5.659***

가설2-4.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탐색행동

.793 .076 10.463***

가설2-5.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170 .084 2.021*

조절변인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234 .045 5.160***

주1) *: <0.05, **: <0.01, ***: <0.001
주2) 적합도 지수:  : 469.279(df=48, =.000), 우도비: -5387.123, RMSEA: .128, SRMR: .143, CFI: .858, 

TLI: .805

<표 Ⅳ-15>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

나.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두 번째 방법으로 잠재조절 모형(모형 2)를 추정하였다. 잠재조절모형은 조절변인과 

잠재변수인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을 의미한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진로탐색행동

과 자기효능감을 곱한 상호작용항(진로탐색행동 X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인으로 투입하여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잠재조절모형은 일반 

구조방정식의 적합도(RMSEA, SRMR, CFI, TLI)가 도출되지 않고, 로그우도비를 확인

한다. 한편 잠재조절모형(모형 2)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진로탐색행동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Ⅳ-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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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S.E)

t값
(C.R)

직접효과

연구가설

가설2-1. 미래시간관 
→ 진로결정

.229 .133 1.724**

가설2-2. 미래시간관 
→ 진로탐색행동

.341 .120 2.833**

가설2-3.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결정

.614 .121 5.051***

가설2-4.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탐색행동

.793 .080 9.870***

가설2-5.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350 .304 1.150*

조절변인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232 .049 4.745***

상호 
작용항 

(진로탐색행동 X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0.045 .073 -0.616

주) *: <0.05, **: <0.01, ***: <0.001

<표 Ⅳ-16> 잠재조절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 모형1과 모형2의 로그우도비를 비교해야 한다. 모형의 자유모

수는 40에서 41이 되었고, 우도비는 –5387.123에서 –5386.839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모형 1)의 우도비(-5387.123)를 기준으로 잠재조절 모형(모형 2)의 카이제

곱 값()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0.568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도 1, 유의수준 .05를 기

준으로 유의한 카이제곱 3.84보다 낮았다. 이는 잠재조절 모형의 적합도가 조절변인의 

투입모형 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7>, [부록7] 참조).

구분 조절변인 투입 모형(모형1) 잠재조절 모형(모형2)

로그우도(Log-Likelihood) -5387.123 -5386.839

자유모수 40 41

카이제곱( ) 값 변화량 -2 [ (-5387.123) - (-5386.839) ] = 0.568

모형 개선 기준치(df=1) 3.84

<표 Ⅳ-17>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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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정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조절효과는 비표준

화 경로계수(B)를 기준으로 –0.06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정적관계를 강화

할 것이라는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정적 관계

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의 정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높고 낮음이 조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가설을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인과적 구조모형에서 조절효과를 

제외한 모든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표 Ⅳ-18> 참조).

연구가설 검증 결과

모형 가설 2. 구조모형의 적합도 채택

직접효과

가설 3-1. 미래시간관 → 진로결정 채택

가설 3-2. 미래시간관 → 진로탐색행동 채택

가설 3-3.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결정 채택

가설 3-4.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탐색행동 채택

가설 3-5.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채택

매개효과
가설 4-1. 미래시간관 →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채택

가설 4-2.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채택

조절효과
가설 5. 진로탐색행동 → 진로결정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기각

<표 Ⅳ-1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종합



- 112 -

가. 진로결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의 구성요

인으로 적절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

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고 있다고 설정하였다. 진로결정 도구가 개발

되었으므로 평균과 일반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로결정의 하위구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합성은 구체성과 상관이 .608, 확신

성과 .596으로 나타났고, 구체성과 확신성이 .685로 높았다. 구체성과 확신성은 상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결정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에 확신한다는 의

미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성별, 학년, 대학소재지, 전공에 따라 살펴보았다. 성별

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2학년(3.40점)의 구체성 보다 4학년(3.65

점)의 구체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1학년 때에는 막연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공을 배워보며 내가 생각하던 진로, 전공의 간극을 발견하게 된다. 소위 ‘대2병’이라

고 불리는 증상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적합성, 확신성 모두 1학

년 때 높았다가 2학년 때 낮아졌다가 3,4학년 때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진로교육현황조사(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를 참고하면 1학년 때 높게 인

식하고 2학년이 되면 낮아졌다가 3학년 때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U

자형의 결과는 대학생의 ‘대2병’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학년 때

에는 ‘전공’을 선택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

나, 대학을 1년 다니면서 전공기초 과목을 학습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알던 전공과 실제 

전공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대2병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것처럼 대학생은 전공 공부가 

시작되는 2학년 때부터 전공공부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해나가며 4학년이 될

수록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1학년에 비해 4학년이 높게 나온 것은 1학년 때에는 막연히 하고 싶은 것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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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4학년이 될수록 현실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직업

을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1학년 때

에는 전공과 전공에서 흔히 진출할 수 있는 진로에 관심을 가진다면, 4학년이 될수록 직

업시장에 나가기 전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김정

희 외(2016)에서 1학년 때 다양한 진로교과 이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서 신입생 세미나, 진로세미나와 같은 진로교과를 필수로 지정하

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의 구체성, 확신성 

관찰변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결정의 구체성은 비수도권(3.59점)이 수도권

(3.39점)보다 높았고 확신성은 비수도권(3.53점)이 수도권(3.27점) 보다 높았다. 진로

결정 전체는 비수도권(3.64점)이 수도권(3.48점)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분석에서 차이가 없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고(김태환, 

2019), 오히려 비수도권 학생의 진로결정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합성은 유의하지 않고 구체성과 확신성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비수도권 대학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정하는 것 보다 주변에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정보의 부족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 지역 주변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직업, 직장 등의 적은 선택의 폭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쉽게 확신할 

것이다. 한편으로 비수도권 대학생이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일찍이 진로를 결정하여 확신감을 갖고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태환(2019)의 연

구에서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탐색은 비수도권 학생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권 

학생에 비해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도움으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의 적합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결정의 적합성은 인문사회계열(3.70점)이 자연공학계열(3.53점)에 

비해 높았다. 학문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자연공학계열 학생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진로를 찾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노력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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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김정희 외(2016)에서 전공계열별로 진로교과 이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인

문사회계열이 이공계열보다 진로교과 이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문사회계열이 진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로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적합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간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

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미래

시간관과 진로결정관계성은 각각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진로탐색행동도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은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

계에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높

이기 위해서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이 중요한 선행변인이며, 이를 촉

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

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을 높이

기에 앞서 진로탐색행동이 중요한 선행변인 및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고, 대학생의 미래

시간관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

해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진로결정관계성과 미래시간관은 개인이 

진로에 관련된 관계를 형성하고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이

러한 인식이나 관계가 나에 대한 이해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진로활동을 촉진하여 

대학생 개인의 진로결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모형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해 볼 때,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

로결정관계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진로탐색행동, 미래시간관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결정관계성이 매우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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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의 상황에서 타인과의 어떠한 관

계를 맺고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것으로 진로와 관련된 타인과의 관계를 많이 형성할수

록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진로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의 미

래시간관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주변의 지지와 타인과

의 진로 관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을 더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특성보다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더 큰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결정관계성이 대학생들의 진

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조해야 함을 시

사한다. 

또한 이는 구성주의 진로이론에서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사회맥락적인 요인의 중

요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개인적인 요인인 미래시간관과 사회맥락적인 요인인 진로결

정관계성 중 진로결정관계성의 계수가 더 큰 것으로 보아 사회맥락적인 요인이 개인의 

진로결정에 있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 대한 논의

1)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β=.14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박인조, 2014; 반재곤, 

2014; 최화영, 2015; Savickas, Silling, & Schawartz, 1984; Panadero & 

Alonso-Tapia, 2014; Walker & Tracey, 2012; Zimmerman, 2000)를 지지하였다. 

Walker & Tracey(2012)는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시간관과 진로결정수

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시간관을 이 연

구와 동일하게 가치, 연속성으로 두었고,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화영(2015)은 대학생 489명을 대상으로 미래시간관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에 .139 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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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미래시간관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가치, 연속성으로 설정하였다. 진로결정은 탁

진국과 이기학(2001)의 도구를 활용하였고, 하위구인으로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부

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사회인식부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결정의 하위 구인과 일치하지 않지만 동일한 진로결정 도구라는 

측면에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시간관의 하위 구인은 가치, 연속성으로 미래에 대해 가치 있게 의미를 두고, 현재

의 노력이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로결

정의 하위구인은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

고 이를 굳게 믿고 있는 상태이다. 즉, 미래시간관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미래 상황인 직

업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에 가치를 두며, 현재부터 직업인이 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

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개인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학생

은 진로결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미래시간관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이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β

=.189)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Jiang, 

Newman, Le, Presbitero, & Zheng, 2019; Savickas, Silling, & Schawartz, 1984; 

Walker & Tracey, 2012)를 지지하였다. 

Walker & Tracey(2012)는 미래시간관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행

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시간관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Jiang, Newman, Le, Presbitero와 

Zheng(2019)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한 선행변인 중 하나로 미래시간관을 언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도 지지한다.  

개인이 장기적인 미래시간관을 가질 때 미래의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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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기 동기적인 신념을 개발한다(Zimmerman, 2000). 이론

적으로 미래시간관이 높을수록 미래의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진로탐색행동

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 것을 이 연구에서 지지하고 있다.

미래시간관이 높은 개인은 미래 목표를 고려하여 현재의 시간을 계획하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자신의 미래에 가치를 두고 미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단계를 밟아나간

다(Walker & Tracey, 2012).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다

고 여기며,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미래시간관을 갖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현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이라는 미래시간관을 가진 대학생들은 진로탐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탐색행동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로, 대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활동 

들을 하면서 추가로 시간을 내에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이다. 즉 미래 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할지라도 현재의 노력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

에 대한 이해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실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3)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β

=.519)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김미정, 

2019; 김은영, 2007; Lent, Ezeofor, Morrison, Peen, & Ireland, 2016)를 지지하였

다. 

대학에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의 교수지지, 부모지지, 또래

지지와 모델링, 진로활동 및 동아리, 진로조언 등은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유사하며, 이러한 내용은 선행연구(나태균, 문성원, 2012; 양난미, 2006)의 결과

를 지지한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 선배와의 멘토링, 학과교수와의 상담, 진로교원과의 상담, 직무특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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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의 만남 등이 진행되며(김정희 외, 2017), 이는 진로결정관계성의 지지, 모델링, 활

동, 조언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고,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몰입은 .244로 유의미한 정

적 관계를 보였다(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이 연구의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

의 관계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은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

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효과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장벽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영향력은 -.62로 확인되었다(정미

경, 2019). 즉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

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김은영(2007)의 도구를 활용하여 지지, 모

델링, 활동, 조언으로 측정하였고, 진로장벽은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측정하고 있다. 기존 진로미결정 도구에서 진로미결정이

유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진로결정에 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확인하였다.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분석한 김은영(2007)의 연구에서는 부적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은 정적인 관계로 유추할 수 있고, 

이 연구의 내용과 일치한다. Li, Hazler와 Trusty(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는 진로미결정 이유 중 진로정보의 부족을 낮춰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주변의 진로지지를 받으면, 진로결정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진로결정관계성은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의 맥락 속에서 지지해줄 사람과의 관계, 모델

링할 만한 사람, 활동을 함께 할 사람, 조언을 받을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 정도를 의미

한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지지해주거나, 자신이 모델링할 사람이 있거나,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있거나, 조언을 받을 사람과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될 경우, 진로

결정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굳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앞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도

움을 받아서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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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

향(β=.646)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나태균, 

문성원, 2012; 박소현, 이숙정, 2013; Li, Hazler, & Trusty, 2017)를 지지하였다.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를 결정할 때 주변의 부모, 교수, 또래 등의 지지, 역할 모델 존

재, 진로결정을 위한 동아리 등의 활동,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즉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보다 주변의 다양한 지지와 조력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인의 지지나 역할모델이 존재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진로탐색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Li, Hazler와 Trusty(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미

결정 이유 중 진로정보의 부족을 낮춰 진로결정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변의 

진로지지를 받으면, 진로정보를 얻게 되어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것이다. 진로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로로탐색행동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모델링할 사람이 있으면 진로

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탐색을 하여 준비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진로탐색행동의 수준

이 높아질 수 있다. 진로활동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혼자하기 어려웠던 활동이나 생

각하지 못했던 활동을 함께 실시하면서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먼저 

해당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선배나 해당 진로로 진출한 직업인 선배를 만나게 되어 조언

을 얻는다면 준비해야 할 진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탐색행동을 높일 

수 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발달을 위해 내외부적으로 진로를 구성해나가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로를 구성해나간다는 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외

부의 자극으로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영향이다. 이 연구에서 타인과의 진로 관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졌다.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인식한 교수의 지지

는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나태균과 문성원(2012)은 외식조리 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정적인 영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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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수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하여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행위적인 노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동기유형으로 자기결정성이론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따라 군집유형을 하였

다. 관계성이 높은 집단은 통합된 조절형(자율성, 관계성 높음)으로 명명되었으며, 통합

된 조절형(46.82)은 다른 집단인 외적 조절형(36.54)과 내적 조절형(43.08)보다 진로

준비행동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예진, 이기학, 2010). 한

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이론의 관계성이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244로 정적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진로결정몰입은 진

로탐색 및 몰입과 진로배제경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탐색 및 몰입의 구인이 진로

탐색행동 구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36으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박소연, 이숙정, 2013). 진로결정관계성은 본 연

구에서 활용한 김은영(2007)의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의 도구에 인터넷 진로정보사이트 및 진로상담센터 활용에 대한 문항을 추

가한 것으로, 김봉환(1997)의 도구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탐색

행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구인 일부가 유사

하며, 이러한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

로탐색행동에 .646으로 직접적인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진로결정관

계성은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직접적인 탐색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하

였다.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35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진로결정관계성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김은영(2007)의 도

구를 활용하여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의 구인으로 측정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은 탐색행

동과 준비행동으로 하위구인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구인이 탐색행

동임을 고려할 때,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의 결과를 지지

한다(정미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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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진로결정의 맥락에서 지지해주고, 모델링을 할 만한 사람이 있고, 활동을 함

께 할 사람, 조언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

를 형성한 사람이 있다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이해와 직업이해를 위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래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함께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로결정관계성을 형

성하는 것을 대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진로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β

=.17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Super, Ginzberg, Tiedman, 

O’Hara의 진로발달단계를 지지한다. 진로를 발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은 

진로를 탐색한 다음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Gati와 

Asher(2001)의 PIC모델을 지지한다. PIC모델은 관심 진로에 대해 사전선별 작업을 통

해 여러 가지 희망 진로를 선정하고, 심층 탐색을 통해 희망 진로를 좁혀나가며 결정하

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김태환, 2019; 김헌수, 장기면, 

2004)를 지지하였다. 

진로발달단계이론의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로 정의한다. 특히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고 특수화한다는 Ginzberg의 이론처럼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

정을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Super도 진로발달단계의 탐색기

를 결정, 구체화,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진로결정의 구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 따르면 청년기는 자기이해 및 흥미를 탐색하여 진로결정 

및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iedman과 O’Hara는 탐색, 구체화, 선택, 명

료화의 과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하며, 자신의 선택한 것에 명료하게 확

신을 가지는 것을 논하여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진로결정의 개념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ati와 Asher(2001)의 PIC모델은 사전선별(prescreening), 심층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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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exploration), 선택(choice)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심층탐색으로 합리적 

과정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의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지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진로결정 실증연구에 따르면, 고향자(1993)의 진로결

정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진로미결정의 이유를 역산하여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진

로발달단계에서 의미하는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이며 확신적인 진로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진로를 결정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

으며, 어떠한 이유로 진로를 진로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고, 

대학생의 진로결정이 나에게 맞는 진로를 구체적이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로 설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1)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에 대

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이 매개할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β

=.033)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나간다는 것으

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진로와 관련

된 활동을 구성해나가면 진로결정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개인이 진로를 구

성해나갈 때 진로탐색행동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조절순환이

론에 따르면, 개인의 미래시간관은 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Marko와 Savickas(199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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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현재의 행동은 현재의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또한 미래로 연결된

다고 믿을수록 진로결정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시간관이 높을수록 현재의 진로탐색

행동을 높이고, 진로결정이 높아지는 결과를 지지한다.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준다. 미래시간관은 미

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 가치를 가지고 현재의 노력이 미

래에 반영될 것이라는 연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진로탐색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나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나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결정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미래시간관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다.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미래시간관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

로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로탐색행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미래

시간관이 존재하면 미래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므로 미래를 위해 현재 나에 대한 이해

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나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진로구성주의 관점의 내용을 지지하며,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개인특성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Lent 

et al, 2013). 

2)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이 매개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

동(β=.113)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는 많은 이론으로 검증

되었다. 진로발달이론, PIC모델 등 결정 전에 탐색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진로결정 이전에 진로탐색행동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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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진로탐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를 결정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지지, 역할모델링, 진로 관련 활동, 진로 관련 조언을 구할 사람들과의 관계의 수준

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진로탐색행동이 높아지고, 진

로탐색행동이 매개하여 진로결정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기존 이론에서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를 지지하고 있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Li, Hazler와 Trusty(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진

로미결정 이유 중 진로정보의 부족을 낮춰 진로결정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소

현과 이숙정(2013)은 여자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관계성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

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은영(2007)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

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부적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낮아지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

로결정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을 지지한다. 

진로결정관계성은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의 맥락 속에서 지지해 줄 사람과의 관계, 내가 

직업인으로 모델링 할만한 사람, 진로 관련 활동을 함께 할 사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

을 때 조언을 받을 사람과의 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결정에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형성할수록 진로탐색행동을 증가시킨다.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진로탐색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진로결정의 맥락 속에서 지지해 

줄 사람이 있다면 지지를 받아 더 열심히 진로탐색행동을 할 것이다. 또한 직업인으로 

모델링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본받아 그 사람이 실행한 활동들을 모방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

다. 이처럼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진로결정관계성

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진로결정의 맥락 속에서 모델링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를 보고 본받는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구

체성과 확신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지지해 줄 사람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

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다. 진로 관련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진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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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통해 적합성이나 구체성, 확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

을 때 조언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조언이 진로상담이라면 구체성이나 적합성이 높아

질 수 있고, 지지의 성격이라면 확신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학생이 진로결정 맥락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굳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앞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있다

면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진로탐색행동이 매개하

는데, 진로결정관계성을 형성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실시하고, 이러한 진로행동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

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탐색행동과 진로

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trome과 Celik(2018)의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이 조절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진로결정어려움으로 측정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다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

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

정하고 이를 굳게 믿고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하위구

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Strome & Celik, 2018)의 진로결정 도구의 구

성요인과 이 연구에서 측정한 구성요인이 다르므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또한 진로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적 맥락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

에서(Young, Marshall, & Valach, 2007),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문화적 차이가 있으

므로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고, 

자신감만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능감만으로 진로결정이 촉진되는 것

이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타인과 경쟁하였을 때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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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별로 자기효능감의 경향치를 확인한 결과, 1학년 3.66, 2학년 3.73, 3학년 3.77, 

4학년 3.90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

후검증 결과 1학년보다 4학년이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생활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으로 진로탐색을 많이 하여 정보를 얻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을 더

욱 강화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경향치를 살펴본 결과([부록 

6] 참조),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남학생의 자기효

능감은 3.82, 여학생의 자기효능감은 3.72로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소

재지별로 확인한 결과, 수도권은 3.81, 비수도권은 3.73으로 수도권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공계열별로 확인한 결과 인문

사회는 3.80, 자연공학은 3.74로 인문사회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대가치이론은 개인이 당면한 상황에서 믿음과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태도를 개발 및 수정한다는 이론이다. 기대가치이론에 따라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였다. 기대가치이론에서 개인이 행동하고 행동

의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념

적인 모델로 개인의 행동이라는 것의 범위가 모호하다. 이 연구를 설계할 때 진로결정의 

관점에서 진로결정이 결과라고 판단하고 결과에 따른 행동이 진로탐색행동으로 설정하였

으나, 실제 현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이 행동의 범

위에 포함되고 실제 이를 달성한 결과인 취업 및 진학을 결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의 진로결정은 확신성뿐만 아니라 적합성과 구체성을 측정하고 있다. 얼

마나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고 확신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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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존 진로결정의 도구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도구를 새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진로결정 도구는 진로미결정을 역산한 값을 측정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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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진로

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였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은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와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정

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고,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대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이론과 구성주의 진로이론, 자기결정성이론, 기대가치이론을 

고찰하였고, 진로결정,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구성요인, 측정도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각 변인과의 관계를 고

찰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대학소재지(수도

권, 비수도권), 전공(인문사회, 자연공학), 학년(저학년, 고학년)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조적 관계 검증

을 위해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도구와 인구통

계학적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로 290부를 분석하였고, 본조사로 561부를 회수하

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534부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 결과,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진로결정 .921, 미래시간관 .862, 진로결정관계성 

.939, 진로탐색행동 .938, 자기효능감 .913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RMSEA=.093, SRMR=.040, CFI=.935, TLI=.905로 적절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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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 AMOS 23.0, Mplus 6.1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연구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

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

관계성, 진로탐색행동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미래시간관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β=.141)을 미

쳤으며,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β=.189),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

(β=.519)을 미쳤으며,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β=.646)을 미쳤다. 또한 진로탐색행

동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β=.1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는 부트

스트래핑에 의한 추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

행동(β=.033)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결

정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β=.113)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

째, 구조모형 중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확인한 결과, 진로결정 구체성은 학년과 대학소재

지, 확신성은 대학 소재지, 적합성은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른 진로

결정 구체성은 2학년보다 4학년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

학소재지에 따라 구체성, 확신성, 진로결정 전체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진로결정이 구체성, 확신성 외에 적합성이 포함되어 진로결정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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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공계열에 따라 적합성과 진로결정전체는 인문사회계

열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학계열 학생은 취업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적합성을 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미래시간관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탐색행동

을 높이고, 진로결정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구조모형을 분석

한 결과 적합도가 타당하게 도출되었다. 대학생의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

행동 및 진로결정은 구조적 관계를 갖는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이 중요한 변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미래시

간관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가치 있게 인식하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진로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시간관은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Hall & Fong, 2003)

이므로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시간관을 높여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개인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

요하며,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진로관련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가치 있게 인식하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으로 나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미래에 대해 가치 있게 인식하는 학생들은 나

와 직업에 대한 이해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을 높이

기 위해 미래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연속성의 개념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래

시간관을 길러 진로탐색행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생이 진로관련 관계를 풍부하게 형성한다면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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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진로결정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

다.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지지, 모델

링, 활동, 조언 등이 있다. 대학에서 진로관련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수 상

담 제도, 선배와의 만남,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컨설턴트 배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생이 진로관련 관계를 풍부하게 형성한다면 진로를 더 많이 탐색하게 된

다.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로결정에 관

련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진로관련 탐색활동을 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대학 본부차원, 단과대학차

원, 학과차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 등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에게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학생이 진로를 많이 탐색할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대학생의 진로

탐색행동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는 지금까지 제시된 진로발달단계에서 논의되어왔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

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진로

탐색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진로결정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대학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진로를 더 많이 탐색하게 되고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대학생이 진로관련 풍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진로를 

더 많이 탐색하게 되고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미래시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고,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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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러한 인식과 네트워크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탐색행동이 이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을 더욱 높아진다. 즉,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나에게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아홉째, 진로탐색을 많이 할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아지지만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취업상황의 환경적인 요인과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취업경쟁력이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미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미래시간관을 측정하고 있으나 향후 미래시간

관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을 높이는

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시간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다회성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1회씩 4회로 실시하게 되면, 주1회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점검의 형식으로 미래시간관을 키우는 방법을 연습하고 실제 체화

시켜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미래시

간관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이 높아지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관계성의 하위구인은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으로 대학

에서 교수의 지지, 선배와의 맨토링, 졸업생 선배와의 멘토링, 진로동아리 활동, 취업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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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활동, 직무특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을 중심으로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을 통해 실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경험하고 있는 진로

교육 현황을 관계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을 높이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의 양적 수준을 측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

탐색행동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의 중

요한 선행요인이다. 기존 진로탐색행동의 측정도구(최동선, 2003; Stump et al, 1983)

는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구인으로 얼마나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하였

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만약 하나의 진로탐색활동을 많이 했거나, 진

로탐색행동을 적게 하였지만 그 질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은 낮게 측

정된다.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도구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

정 도구의 적합성과 구체성의 개념과 연결하여 진로탐색행동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진로결정에 전제되는 진로탐색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을 확

인하고,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 확신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이 진로결정의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에 대한 질적연

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의 구체성, 확신성이 유의미하게 비수

도권 학생이 높았다. 비수도권 학생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합성은 유의미하지 않고, 구체성, 확신성만 

유의미한 것을 자신에게 적합성은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이고 이

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즉 정보의 폭이 좁아서 좁은 진로 풀에

서 구체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수도권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부터 진로를 탐색하여 구체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질적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의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종단연구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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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Lent, Morris, Penn, & Ireland, 2019). 이러한 맥락으로 국내 

대학생의 진로결정 이후의 진로준비행동, 실제 진로목표달성까지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의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결

정의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의 종단적 관계를 밝힌다면 대학에서 제공해야하는 진로교육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정적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

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이 선형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가 없거나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선형적인 관계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

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해 분위별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교육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미래시간관을 높여주기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나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 개설하여 저학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래시간관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에도 연결

되어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각 대학

별 개설되어 있는 신입생 세미나(교과) 시간에 1~2주차 정도 미래시간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행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수와의 상담체계, 학생들 간 진로관

련 동아리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학년별 구체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이 높

아질수록 구체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학

생들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탐색행동을 저학년 때부터 제공

해줄 필요가 있다. 고학년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결정관계성의 활동을 고려하여, 학생 간 진로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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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의 소모임 형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교육 교과시간에 학생들 간 협력

하여 수업할 수 있는 활동 및 토론 중심의 수업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진로결정

관계성의 지지와 조언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교수의 성과

급에 반영하거나 제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과 교수를 학년별 할당하여 학년지도

교수제를 운영하거나, 교수 당 학생을 할당하여 의무적으로 년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본부 직속의 진로교육 관련기관에 진로취업전담교수를 두어 진

로지지를 총괄하고, 단과대학별로 기존 교수 중 초임교수를 중심으로 진로담당교수를 지

정하거나, 진로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단과대 진로교육전담교수 및 직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진로교육 우수대학(김정희 외, 2016) 사례를 

살펴보면, 영남대학교의 경우 문과와 이과로 구분하여, 단과대학에 진로관련 전담직원이 

상주하여 이들이 해당 단과대학의 특색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경우, 단과대학별로 상담센터가 존재하며, 진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관계성의 모델링, 조언을 고려하여,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졸업생 선배와의 멘토

링과 재학생 간 고학년과 저학년의 멘토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에서 대학생에게 진로 관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

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실시할 때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교수의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졸업생 선배와의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 진로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교내 진로캠프, 취업캠프 

등 진로에 관련된 모임의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관련된 조언을 얻을 사

람이 필요한데, 교내 진로상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과, 문과 또는 단과대별로 제시

하거나,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

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제도를 구성하고, 진로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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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진로결정 문항별 근거

진로결정의 문항 설정 근거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였다.

구
인

문항 작성 결과 근거

적 
합 
성

①
나는 내 흥미를 고
려하여 진로를 선택
하였다.

Ÿ Holland, Daiger, & Power(1980), 이기학, 한종철(1997)은 흥미

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기학,

한종철(1997)은 흥미, 적성, 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Ginzberg는 개인의 진로결정의 주요인

으로 흥미, 능력,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Ÿ 적성은 일정한 훈련에 의해 숙달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특정 활동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발현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적성은 

능력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Ÿ 이 연구에서는 이기학, 한종철(1997)에 따라 흥미, 적성, 가치관

을 자기이해를 위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②
나는 내 적성을 고
려하여 진로를 선택
하였다.

③

나는 내 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
택하였다.

④

나는 직업세계의 변
화를 고려하여 진로
를 선택하였다.

Ÿ 직업이해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으므로, 직

업세계 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대학생 인터뷰 결

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어, 미래에 이 직업이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Ÿ 초중등 학교진로교육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직업세계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진로탐색행동을 살펴보면 자기이

해와 직업이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

수준의 적합성은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탐색을 통해 결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탐색행동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탐색행동의 핵심 

요소인 직업세계 이해를 포함하였다.

⑤
나는 여러 가지 진
로대안을 고려한 뒤 
진로를 선택하였다.

Ÿ 진로결정을 위해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Zenner &

Schnuelle, 1976, Slaney,1980; 1988, Peterson et al, 1996;

Saka & Gati, 2007; 이윤경, 강순희, 2017).

Ÿ 나를 이해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지,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진로대안을 고려한 뒤 진로를 선택하였는

지 확인해야 한다.

<표 부록 1-1> 진로결정의 적합성 구인 문항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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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문항 작성 결과 근거

구 
체 
성

①
나는 하고 싶은 구
체적인 직업 또는 
직무가 있다.

Ÿ 직업, 직무, 직장 용어 사용 : Jones(1989)는 직업분야로 표현하였

고, Leierer, Peterson, Reardon(2017)은 직업, Penn & Lent(2016)은 

① 직업분야, ② 직종이나 직책, ③ 직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Savickas et al(2018)은 직업으로 work, want to do, occupation의 

용어를 사용하였음.

Ÿ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직종, 직무, 직장 등 진로를 결정한 구체적

인 수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Ÿ 특히, 하고 싶은 일을 고르고 그 일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선택

하는 측면에서, 진로설정의 구체적인 측면에 의해 ‘직업/직무(하는 

일)’과 ‘직장(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설정하였음.

②

나는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기
관, 기업 등)이 있
다.

③

나는 인생에서 이
루고자 하는 구체
적인 진로목표가 
있다.

Ÿ 고홍월, 김계현(2008)의 진로결정성숙수준 도구를 살펴보면, ‘구체적

인 진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④

나는 대학기간 내
에 진로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계획이 있다.

Ÿ Savickas(2018)의 도구에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입문하는 방법

을 계획한다.’, 고홍월, 김계현(2008)의 도구에서 ‘분명하고 구체

적인 목표가 있다.’의 문항이 있다. 고홍월, 김계현(2008)은 구

체적인 목표와 범위가 있다고 작성하였다. 내용과 방향을 별도

의 관점으로 측정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내용은 적합성의 측

면에서 측정하고 방향은 진로결정 구체성 영역에서 선택한 것

에 대한 구체성과 계획의 구체성으로 측정하고 있다.

Ÿ 진로결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봉환, 김계현(1997)은 대학시기와 

대학졸업이후로 구분하여 진로결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성식,

정철영(2007)은 ‘향후 자신의 진로’ 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춘경 

외(2016)의 정의에 따르면 진로설계의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

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로, 진로를 설계한 계획의 시간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Ÿ 이 선행연구에서 착안하여 대학시기와 대학졸업 이후를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⑤

나는 대학 졸업 
이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표 부록 1-2> 진로결정의 구체성 구인 문항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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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문항 작성 결과 근거

확 
신 
성

①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
함을 느낀다.

Ÿ Osipow(1976), 고향자(1993)의 도구에서 ‘나는 진로에 대해 편안함

을 느낀다.’, Jones(1989)에서 ‘3.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편안하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4. 내가 선택한 진로나 앞으로 선택

할 진로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로 측정하고 있다. 또

한 학생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진로에 대해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②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를 유지할 것
이다.

Ÿ 기존 연구에는 ‘유지’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학생 인터뷰 결과, 자신의 

진로를 유지한다는 용어가 있었다.

Ÿ 진로를 확신한다는 것은 진로에 대해 견고하게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

하여 쉬운 용어인 ‘유지’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③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Ÿ 김태환(2019)의 도구는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로 측정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한 

문항으로 ‘내가 설장한 진로목표가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몇 년이 걸리

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도전’에 초점을 두었

다.

④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가 실현가능하
다고 믿는다.

Ÿ Mu(1998)의 진로관련목표설정 도구 중 ‘나는 내 직업적/진로목

표가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다.’의 문항이 있으며, 확신성을 물

어볼 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성공
할 것이라는 확신
이 있다.

Ÿ 이기학, 한종철(1997)에서는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다’로 역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진로에 대해 성공에 대한 

것을 측청하고자 하였다.

<표 부록 1-3> 진로결정의 확신성 구인 문항 및 근거

한편 확신성의 응답경향치를 분석하였다. 확신성 응답경향치 분석에 앞서 적합성, 구체

성 응답경향을 확인한 결과, 모두 1점으로 응답한 대학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성요인 

간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5점척도를 5점 구간별로 제시하여 응답경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성을 1점 구간으로 응답한 학생은 확신성을 1~2로 응답하였다. 확신성 1점 구간 

응답자는 구체성 4~5점 응답자는 없었다. 이처럼 확신성은 구체성과 함께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구체성이 없이 확신성만 높은 학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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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1-4> 구체성 X 확신성 대응일치표

구체성
확신성

1 2 3 4 5 합
1 5 11 0 0 0 16
2 10 49 32 7 0 98
3 5 54 128 50 7 244
4 0 2 52 81 15 150
5 0 0 4 11 11 26
합 20 116 216 149 33 534

구체성을 1점 구간으로 응답한 학생은 적합성을 1~3점으로 응답하였고, 적합성을 1점

으로 응답한 학생은 구체성을 1~3점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구체성만 높거나, 적합성만 

높은 학생은 확인되지 않았다(<표 부록 1-5> 참조).  적합성을 1점 구간으로 응답한 학

생은 확신성을 1~2점으로 응답하였고, 확신성을 1~2점으로 응답한 학생 중 적합성을 5

점으로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이처럼 적합성만 높거나 확신성만 높은 학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적합성이 높으면 확신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부록 1-6> 참조). 

<표 부록 1-5> 

구체성 X 적합성 대응일치표
구체
성

적합성
1 2 3 4 5 합

1 2 10 4 0 0 16
2 3 28 51 16 0 98
3 2 32 144 61 5 244
4 0 3 52 86 9 150
5 0 1 6 8 11 26
합 7 74 257 171 25 534

<표 부록 1-6> 

적합성 X 확신성 대응일치표
적합
성

확신성
1 2 3 4 5 합

1 2 5 0 0 0 7
2 7 40 23 4 0 74
3 9 53 130 61 4 257
4 2 18 61 75 15 171
5 0 0 2 8 15 25
합 20 116 216 148 34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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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차 번안 2차 번안

1

Given the choice, it is

better to get something

you want in the future

than something you

want today.

선택이 주어지면, 당신이 
현재 원하는 것 보다 미
래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선택을 할 때, 현재 필요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을 선호
한다.

2*

Immediate pleasure is

more important than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즉각적인 기쁨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다 더 중요하다.

미래에 일어날 일 보다 현
재의 즉각적인 기쁨이 더 
중요하다.

3

It is better to be

considered a success at

the end of one's life

than to be considered a

success today.

현재의 성공을 고려하는 
것 보다 개인의 삶 끝에
서 성공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공은 현재의 성공보다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다.

4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how one

feels in the long run.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느
끼는가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5

It is more important to

save for the future than

to buy what one wants

today.

현재 원하는 것을 사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절약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원하는 것을 구매하
기보다 미래를 위해 절약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Long range goals are

more important than

short range goals.

장기적인 목표는 단기적
인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

장기적인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

7

What happens in the

long run is more

important than how one

feels right now.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보
다 장기적으로 어떠한 일
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
하다.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보
다 인생 전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
요하다.

8*
I don't think much about

the future.

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

9

I have been thinking a

lot about what I am

going to do in the

future.

나는 미래에 할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나는 미래에 할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부록 2] 미래시간관 조사도구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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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차 번안 2차 번안

10*

It's really no use

worry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은 정말 필요 없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은 정말 필요 없다.

11*

What one does today

will have little impact on

what happens ten years

from now.

오늘 하는 일이 지금부터 
10년 이후 발생할 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는 일이 10년 이후
에 발생할 내 미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2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deciding

what action to take now.

현재 행동을 결정하기 위
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
하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위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13*
I don't like to plan for

the future.

나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
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
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4

It's not really important

to have future goals for

where one wants to be

in five or ten years.

5년이나 10년 뒤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한 미래 목
표를 가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5년이나 10년 후 미래를 
위해 목표를 가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5*
One shouldn't think too

much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고
민할 필요는 없다.

16*
Planning for the future

is a waste of time.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
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
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17

It is important to have

goals for where one

wants to be in five or

ten years.

5년 뒤 또는 10년 후에 
개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
서 미래 목표를 갖는 것
은 중요하다.

5년 또는 10년 후에 개인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
래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
하다.

18

One should be taking

steps today to help

realize future goals.

미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돕기 위해 지금부터 
스텝을 밟아야 한다.(준
비를 해야 한다.)

미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
근 준비해야 한다.

19*

What might happen in

the long run should not

be a big consideration

in making decisions

now.

현재 결정 상황에서 장기
적인 일은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일을 결정할 때 장
기적으로 일어날 일은 큰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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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차 번안 2차 번안 최종 문항

1

I will be able to

achieve most of

the goals that I

have set for

myself.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 대부분을 달
성할 수 있을 것
이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 대부분을 달
성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 대부분을 달
성할 수 있다.

2

When facing

difficult tasks, I

am certain that I

will accomplish

them.

어려운 일에 직면
할 때, 나는 그 
일을 성취할 것이
라고 확신한다.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할 수 있
다.

3

In general, I think

that I can obtain

outcomes that are

important to me.

일반적으로,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결
과를 얻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결
과를 얻을 수 있
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4

I believe I can

succeed at most

any endeavor to

which I set my

mind.

나는 내가 생각하
는 대부분의 노력
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
는 대부분의 노력
에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다.

5

I will be able to

s u c c e s s f u l l y

overcome many

challenges.

나는 많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
할 수 있을 것이
다.

나는 많은 도전 
상황을 성공적으
로 극복할 수 있
다.

나는 도전적인 상
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6

I am confident

that I can perform

effectively on

many different

tasks.

나는 많은 어려운 
업무에서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많고 어려운 
업무 상황에도 이
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나는 많고 어려운 
업무 상황에도 이
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7

Compared to other

people, I can do

most tasks very

well.

다른 사람들과 비
교할 때, 나는 대
부분의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과 비교할 때, 대
부분의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과 비교할 때, 대부
분의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다.

8

Even when things

are tough, I can

perform quite well.

일이 힘들 때에도 
잘 수행할 수 있
다.

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일이 힘들 때
도 있지만 잘 수행
할 수 있다.

[부록 3] 자기효능감 조사도구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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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예비조사도구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련 조사도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도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조사도구의 내용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 심리 및 대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도구는 총 10면이며, 응답하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조사결

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소

속 대학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

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전공 공부와 각종 진로․취업 준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

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이 현 민

지도교수 정 진 철



- 16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업 또는 직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기관, 기업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진로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 이 문항은 최종 도구에서 삭제하였음)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대학기간 내에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학 졸업 이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그 직업이 하는 일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 이 문항은 최종 도구에서 삭제하였음)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직업세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여러 가지 진로대안을 고려한 뒤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 진로결정

다음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64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굳게 믿는다. 

(※ 이 문항은 최종 도구에서 삭제하였음)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를 유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가 실현가능하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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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현재 원하는 것보다 미래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미래에 발생할 일 보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성공은 현재의 성공보다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생은 장거리 경주(마라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당장의 목표보다 미래를 위한 목표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발생하는 일보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가 나에겐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미래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미래에 무엇을 할지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미래에 대해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오늘 하는 일은 나의 10년 후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Ⅱ 미래시간관

다음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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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는 이 결정이 불러올 미래의 

일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5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향후 5년이나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미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현재의 일에 대해 결정할 때, 미래에 장기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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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택할 진로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선택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결정에 대해 격려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바라는 진로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닮고 싶은 인생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진로결정관계성

다음은 진로결정을 할 때 타인과 맺는 관계성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자신과 가

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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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내가 원하는 진로분야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진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로와 관련하여 친교모임을 갖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와 관련된 동호회에 함께 가입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원하는 직업현장을 함께 체험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찾고 교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상담 및 심리척도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현실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양한 직업의 전망 및 어려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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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

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

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

를 상담 받아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

해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

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

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를 받아보

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 인간으로써의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

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

아가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

나서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Ⅳ 진로탐색행동

다음은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로 가

질 수 있는 인식입니다. 대학생 시기를 회고하여 어느 정도 충분히 실행하였는지에 대해, 

경험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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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

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을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관련

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를 온/오프라인으

로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를 찾아가 참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

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 상담가

에게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

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자

우편(E-mail)이나 메세지 등의 연락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

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

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

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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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도전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많고 어려운 업무 상황에도 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자기효능감

다음은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

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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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기본 정보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3. 대학 소재지는?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4. 소속 학과의 계열은?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잘 모름

5. 현재 학과명은? ___________________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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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본조사도구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련 조사도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도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조사도구의 내용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 심리 및 대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도구는 총 9면이며, 응답하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조사결과

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소속 

대학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전공 공부와 각종 진로․취업 준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

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이 현 민

지도교수 정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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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업 또는 직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기관, 기업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진로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학기간 내에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대학 졸업 이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업세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여러 가지 진로대안을 고려한 뒤 진로를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를 유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가 실현가능하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Ⅰ 진로결정

다음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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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현재 원하는 것보다 미래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미래에 발생할 일 보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성공은 현재의 성공보다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생은 장거리 경주(마라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당장의 목표보다 미래를 위한 목표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발생하는 일보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가 나에겐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미래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미래에 무엇을 할지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미래에 대해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오늘 하는 일은 나의 10년 후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Ⅱ 미래시간관

다음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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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는 이 결정이 불러올 미래의 

일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5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향후 5년이나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미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현재의 일에 대해 결정할 때, 미래에 장기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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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택할 진로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선택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결정에 대해 격려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바라는 진로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닮고 싶은 인생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진로결정관계성

다음은 진로결정을 할 때 타인과 맺는 관계성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자신과 가

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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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내가 원하는 진로분야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진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로와 관련하여 친교모임을 갖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와 관련된 동호회에 함께 가입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원하는 직업현장을 함께 체험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찾고 교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상담 및 심리척도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현실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양한 직업의 전망 및 어려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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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

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

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

를 상담 받아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

해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

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

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를 받아보

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 인간으로써의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

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

아가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

나서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Ⅳ 진로탐색행동

다음은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로 가

질 수 있는 인식입니다. 대학생 시기를 회고하여 어느 정도 충분히 실행하였는지에 대해, 

경험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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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

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을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관련

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를 온/오프라인으

로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를 찾아가 참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

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 상담가

에게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

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자

우편(E-mail)이나 메세지 등의 연락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

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

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

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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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도전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많고 어려운 업무 상황에도 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자기효능감

다음은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현재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

는 수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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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기본 정보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3. 대학 소재지는?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4. 소속 학과의 계열은?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잘 모름

5. 현재 학과명은? ___________________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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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부록 6-1> 참조).

변인
전체

(n=534)

성별

t값남학생
(n=261)

여학생
(n=273)

미래 
시간관

가치 3.33 (.580) 3.37 (.585) 3.29 (.574) 1.415

연속성 3.82 (.613) 3.80 (.619) 3.83 (.608) -0.674

진로결정 
관계성

지지 3.98 (.711) 3.96 (.699) 3.99 (.724) -0.481

모델링 3.34 (.855) 3.40 (.812) 3.28 (.893) 1.569

활동 3.24 (.919) 3.20 (.919) 3.27 (.919) -0.848

조언 3.40 (.861) 3.41 (.825) 3.39 (.896) 0.291

진로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3.39 (.652) 3.34 (.650) 3.44 (.651) -1.813

직업에 대한 
탐색

2.99 (.780) 2.97 (.803) 3.01 (.757) -0.620

자기효능감 3.77 (.641) 3.82 (.614) 3.72 (.662) 1.83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 6-1>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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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1학년(3.66

점) 보다 4학년(3.90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부록 6-2> 참조).

변인
전체

(n=534)

학년
F값1학년

(n=140)

2학년
(n=111)

3학년
(n=130)

4학년 
(n=153)

미래  
시간관

가치
3.33

(.580)

3.38

(.548)

3.37

(.555)

3.23

(.535)

3.34

(.654)
1.973

연속성
3.82

(.613)

3.76

(.609)

3.87

(.625)

3.82

(.603)

3.82

(.619)
0.587

진로 
결정 
관계성

지지
3.98

(.711)

4.10

(.716)

3.95

(.746)

3.97

(.698)

3.98

(.699)
0.149

모델링
3.34

(.855)

3.38

(.917)

3.32

(.890)

3.29

(.773)

3.36

(.843)
0.259

활동
3.24

(.919)

3.16

(.955)

3.20

(.833)

3.30

(.872)

3.27

(.985)
0.653

조언
3.40

(.861)

3.50

(.816)

3.31

(.835)

3.38

(.863)

3.39

(.917)
1.041

진로 
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3.39

(.652)

3.46

(.643)

3.35

(.641)

3.37

(.677)

3.37

(.649)
0.695

직업에 대한 
탐색

2.99

(.780)

2.95

(.793)

2.90

(.772)

2.97

(.810)

3.13

(.735)
2.280

자기효능감
3.77

(.641)

3.66

(.616)

3.73

(.577)

3.77

(.677)

3.90

(.658)
3.654*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관찰변인 사후검증 결과 – 자기효능감 : 1학년 < 4학년

<표 부록 6-2>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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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았다. 진로결

정관계성의 조언 관찰변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결정관계성의 조언은 비수도권

(3.48점)이 수도권(3.30점)에 비해 높았다(<표 부록 6-3> 참조).

 

변인
전체

(n=534)

대학 소재지
t값수도권

(n=245)

비수도권
(n=289)

미래 
시간관

가치 3.33 (.580) 3.30 (.573) 3.36 (.586) -1.195

연속성 3.82 (.613) 3.84 (.576) 3.80 (.643) .789

진로결정 
관계성

지지 3.98 (.711) 3.99 (.685) 3.97 (.734) .253

모델링 3.34 (.855) 3.31 (.853) 3.36 (.858) -.679

활동 3.24 (.919) 3.18 (.913) 3.28 (.923) -1.235

조언 3.40 (.861) 3.30 (.861) 3.48 (.855) -2.360*

진로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3.39 (.652) 3.35 (.632) 3.42 (.668) -1.313

직업에 대한 
탐색

2.99 (.780) 2.95 (.793) 3.03 (.767) -1.299

자기효능감 3.77 (.641) 3.81 (.574) 3.73 (.691) 1.363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 6-3>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 186 -

라.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았다. 진로탐색

행동의 자신에 대한 탐색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탐색행동의 자신에 대한 탐색은 

인문사회계열(3.47점)이 자연공학계열(3.32점)에 비해 높았다(<표 부록 6-4> 참조).

변인
전체

(n=534)

전공계열

t값인문사회
(n=258)

자연공학
(n=276)

미래 
시간관

가치 3.33 (.580) 3.34 (.568) 3.32 (.592) .304

연속성 3.82 (.613) 3.83 (.617) 3.80 (.609) .624

진로결정 
관계성

지지 3.98 (.711) 4.04 (.707) 3.93 (.712) 1.788

모델링 3.34 (.855) 3.36 (.862) 3.33 (.850) .452

활동 3.24 (.919) 3.19 (.931) 3.28 (.908) -1.048

조언 3.40 (.861) 3.43 (.850) 3.37 (.873) .733

진로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3.39 (.652) 3.47 (.635) 3.32 (.661) 2.670**

직업에 대한 
탐색

2.99 (.780) 3.03 (.761) 2.96 (.797) 1.065

자기효능감 3.77 (.641) 3.80 (.673) 3.74 (.608) 1.186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 6-4> 전공계열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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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Hayse의 Process Macro Model1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Hayse의 방법을 활용하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인의 조절

효과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의 상한한계(ULCI)

와 하한한계(LLCI) 사이에 0의 포함 여부로 판단하며, 0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결과

의 신뢰수준은 95%로 설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추정을 위한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을 독립변인, 진로결정을 종속변인, 자기효능감을 조절효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진로탐색행동 X 자기효능감 상호작용항의 LLCI와 ULCI가 0을 포함하였고, 상

호작용항의 유의수준이 .388로 .05 이상이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부록 7-1> 참조).

구분

종속변인: 진로결정

비표준화계수
t LLCI ULCI

B 표준오차

상수 3.517 .026 135.603*** 3.466 3.568

진로탐색행동 .404 .041 9.938*** .324 .484

자기효능감 .346 .043 8.084*** .262 .430

진로탐색행동 X

자기효능감
-.014 .048 -.865 -.134 .052

  .0009

F .747 (p=.388)

주) *p<.05, **p<.01, ***p<.001

<표 부록 7-1>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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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and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moderating self-efficacy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of the structural model. The theoretical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future time perspective 

is assumed to have a direct positive (+)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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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reer decision, and th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is assumed to 

direct positive (+)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Besides, it is assumed that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s mediated betwee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and career decision, and self-efficacy is moderated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in Korea and classified into university locations (capital 

area, non-capital area), major, and grade. A career decision consists of 

concreteness, correctness, and confidence. Preliminary questions were drawn 

through existing career decision survey tools and interview, and the response 

style was set on the Likert 5-point scale. Facial validity was examin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content validity was examined for Ph.D.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for 41 undergraduate students. The second survey, 120 

undergraduate students. The third survey, 330 undergraduate students. A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s a survey, a questionnaire composed of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demographic questions was used. 29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561 

questionnaires were recovered by the main investigation. Among them, 534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fter removing unfaithful responses and outliers. 

Th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of the items were career decision of .921, 

future time perspective .862,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939, career 

exploration behavior .938, and self-efficacy .91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all variables revealed appropriate levels of RMSEA = .093, SRMR=.040, CFI 

= .935, TLI = .905. For the data analysis, SPSS Statistics 22.0, AMOS 23.0 

and Mplus 6.12 statistical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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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inference statistics was 

judged based on .05.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t of the 

structural model between undergraduate students'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was found to be appropriate,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predicted appropriately. Second, the future time perspecti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areer decision (β = .141) an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β = .189).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β = .519) an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β = .646). Also,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β = .175). Third, the 

mediating effect was estimated by bootstrapping. Career exploration behavior 

(β = .033)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concerning the 

future time perspective and career decisi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β = 

.113)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Fourth,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in the structural model.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career decision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the career decision 

specifici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ade and university location, the 

certainty about the university location, and the suitability according to majors. 

Second,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re suitable for predicting career decision. Third,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to cultivate future time perspective 

for undergraduate students. Fourth, recognizing the concepts of value 

recognition and continuity for the future of undergraduate students rai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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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career decision. Fifth,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formed  

career-related relatedness have a high level of career decision. Sixth,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formed career-related relatedness are more 

likely to explore career. Seventh,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are more likely to explore career. Eighth,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conducted a variety of career activities at the university 

have a higher level of career decision. Ninth, the more career explor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but no change occurs depending on 

self-effica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First, it is 

needed to conduct longitudinal studies about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Second, it is needed to develop 

measurement tools that can consider the qualitative level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ird, it is needed to develop a tool for measuring future time 

perspective in the form of positive questions. Also, practical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operate a career education program that can raise 

the future time perspective of university students. Second, it is needed to 

induce various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to raise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Third, it is needed to provide a system for forming 

career-related networks for university students, such as career-related groups, 

career counseling with professors, meetings with graduates, and placement of 

employment consultants.

                                  

Key words: Career Decision,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Self-efficacy, Undergraduate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 Moderating Effect

Student number: 2014-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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