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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에 한 

일반인의 암묵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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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의 단계별 진로발달 과업에 대한 일반인의 암묵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3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유 응답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중요한 진로발달과업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진
로발달과업 설문지를 제작하고 225명의 성인남녀에게 제시된 항목들 각각에 대해 중요도를 표기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발달과업의 개수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20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는 각각 23개, 고등학
교는 27개가 추출되어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진로발달과업
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발달과제의 영역으로는 일반적으로 진로발달과제로 제시되어 
온 진로관련 자기이해, 진로탐색과 결정, 능력개발 등과 함께 일상생활 과제수행, 대인관계, 성품개발 등의 새
로운 영역이 추출되었다. 발달단계별 중요 과업의 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6개, 초등학교 고학년 9개, 중학교 
14개로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다가 고등학교에서는 10개로 줄어들면서 주로 대입관련 준비와 의사결
정 등과 관련된 항목이 제시되었다. 진로발달과업을 일상적인 용어로 기술하여 정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진
로교육이나 상담의 현장에서 기존의 진로발달이론이나 진로교육지침과 함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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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이 암묵 으로 지각하는 , , 고생의 진로 발달 과업의 내

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인은 진로 련 연구나 실제 분야에 문 으로 종사하

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발달과업은 개인의 생애  어떤 특수한 시기에 나타나는 

과업으로서, 그 과업을 훌륭히 성취하면 행복을 릴 수 있고, 후일에 겪게 될 다른 과업도 잘 

치러나가게 된다(김재은, 1963).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인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독특한 진로

발달 상과 진로발달 과업을 나타내는 몇 개의 구분된 진로발달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를 들

어, Super(1953)는 진로 발달의 단계를 성장기(growth; 출생-14세 는 15세), 탐색기

(exploratory; 15-24세), 확립기(establishment; 25-44세), 유지기(maintenance; 45-64세), 쇠퇴기

(decline; 65세 이후)로 설정하고, 진로발달의 단계에 따라 다섯 가지의 형 인 과업을 제시하

다. 탐색기 기에는 구체화(crystallization, 14-18세), 탐색기 기에는 세분화(specification, 

18-21세), 탐색기 후기에는 수행(implementation, 21-24세), 확립기의 반과 반에는 안정화

(stabilization, 24-25), 확립기 후반부터는 공고화(consolidation, 35+)가 주된 과업이다(Super, 

1980). 

이들 진로발달이론을 장에 용하기 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작업  하나가 진로발달단계별 발달과제를 실제 수행해야 할 구체 인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재의 학령이나 연령에서 어느 정도의 진로발달을 이루어야 하는 지에 한 실

제 인 시사 을 제공하기 한 기  작업일 수 있다. Havighurst(1952)는 학교에서의 교육목

표의 발견과 진술, 교육  노력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해 인간발달의 시기를 6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6개에서 10개의 발달과제를 제시하 다. 그는 발달과제를 특

정 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인간발달의 제 분야를 두루 다루었다. 그의 연구에서 , , 고등

학교 시기는 아동기(6-12세)와 청소년기(12-18세)에 해당하는데 그가 제시한 각 발달 단계별 주

요 발달과업  진로와 련된 과업으로는 아동기에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 기능과 사회

집단, 제도에 한 책임감 인식 등이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직업선택, 비, 경제  독립의 확

신, 사회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수행하는 일 등이 있다. 김종서 외(1982)는 평생교육

체제 정립을 하여 인간발달의 시기를 7단계로 구분하고, 인간발달의 역을 지 , 정의 , 

사회 , 신체  역으로 나 어 발달단계별로 과업을 정리하 다. 이 연구에서 , , 고등학

교 시기는 아동기(6-11세 는 12세)와 청년 기(12-18세 는 19세)에 해당한다. 이들 두 연구

는 진로발달을 심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발달과업이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

지는 않지만 의미상 진로발달과업으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 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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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외(1982)가 제시하는 아동기 지 역의 발달 과업  ‘여러 직업의 종류와 그 하는 일 

알기’와 정의  역의 ‘놀 때는 잘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태도 기르기’등은 진로발달과

업의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 는 국가정책연구기  차원에서 각 국민이 어린 시 부

터 진로발달을 이루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실제 인 지침

을 제공하기 해 학교 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수립해 왔다(이  외, 2004). 미국의 

경우 국가진로개발지침(NCDG: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 2004; NOICC, 1996). 국가진로개발지침은 진로교육의 시기를 등학생, 학생, 고

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여 자기이해, 학업․직업  탐색, 진로계획의 차원에서 각 시기별로 

이루어져야 할 세부 인 진로능력들을 제시하 다. 국가진로개발지침은 발달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한 역의 진로능력이 더욱 향상되게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한 항목을 로 들어보면, 

자기이해 차원의 세 항목  정 인 자아개념에 하여 등학생은 정 인 자아개념의 

요성에 한 지식을, 학생은 정 인 자아개념의 향에 한 지식을, 고등학생은 정 인 

자아개념의 향에 한 이해를, 성인은 정 인 자아개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기 , 교육 문기 , 문가집단이 연합하여, 생애/직업설계를 

한 청사진(BLWD: Bluprint for Life/Work Designs)(Hache, Redekopp, & Jarvis, 2000)을 수립

하 다. 호주에서도 진로발달을 한 청사진(ABCD: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Haines, Scott, & Lincoln, 2003)을 수립하 고, 국의 경우에는 11세 부터 19세 

청소년으로 상을 국한시켜서 진로개발지침(national framework)을 설정하여 학교교육기 이

나 직업훈련기 을 한 국가 수 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2003). 

이들 진로발달이론과 국가 차원 진로교육의 체계정립 연구 결과들은 진로교육  상담을 

한 교재개발과 진로교육의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를 들면, 진로발달이론과 국가진로

개발지침을 기 로 진로발달의 단계를 학교 별로 재배열하여 각 학교 별로 학생들이 보이

는 진로발달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이에 응하는 진로발달 진을 한 지도와 상

담에의 시사 을 제시하는 연구들(Herring, 1998; Miller & Stanford, 1987; Praisley & 

Hubbard, 1994)이 진로상담 분야에서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장에 진로교육을 한 표 화된 지침을 제공하고자 발달단계별로 진

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그 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85), 장

석민(2001), 그리고 이  외(2004)의 것을 들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85)은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을 상으로 자신의 성․흥미․인성․능력 등의 정확한 이해, 경제 사

회 구조의 측면에서 직업 세계의 이해, 자신에게 합한 진로 계획 수립  진학 는 취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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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일과 직업에 한 건 한 가치   태도 형성 등의 네 역에서 

이루어야 할 진로발달의 세부목표와 내용을 각 학년별로 제시하 다. 장석민(2001)은 등학

교, 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별로 진로발달의 역을 자아이해, 일과 직업세계, 일과 직업에 

한 태도와 습  형성, 일과 학습, 진로계획의 다섯 개로 분류하여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 다. 이  외(2004)는 진로발달이론, 해외 여러 나라의 진로교육 지침, 진로교육 문

가 의회 결과들을 기 로 하여 유치원․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과 

학생, 성인으로 이루어진 생애 5단계를 설정하여 각 단계마다 9개 역의 진로발달 목표  

내용을 제시하 다. 9개 역은 자기이해  정 인 자아개념, 다른 사람과의 정 인 상호

작용, 평생 학습의 요성 인식  참여, 진로정보의 탐색․해석․평가․활용, 일․사회․경제

계 이해, 정 인 직업가치와 태도, 합리 인 의사결정  진로계획의 수립, 진로계획의 실

천, 효과 인 구직․직업유지․ 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진로발달의 목표  내용에 한 국내외 지침들은 진로발달 이론에서 제시하는 진로

발달의 단계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발달단계인 학교 이나 성인기 등으로 재배

열하여 각 학교   학년에 해당하는 진로발달의 목표를 수립하고 내용을 구성하 을 뿐 아

니라 해당하는 내용을 발달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진로발달이론의 장 용 가능

성을 높여 주었다. 한  국민을 상으로 진로발달을 진시키기 한 교육과정을 구안하

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지침을 수립하기 해 진로지도  교육 문가, 

학회, 진로발달 장 정부기  문가와 각종 원회 등 문가 그룹이 동 작업을 수행하

다는 에서 교육목표와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목표와 내용이 각  학교나 진로교육  상담의 장에서 진로지도나 상담을 

공하지 않은 교사들에 의해서도 실제 으로 용되고, 다양한 교육의 장면  가정생활에서

의 진로지도와 통합되기 해서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반 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진로발달

의 과업이 개인에게 실제 인 향을 미치는 과정은 개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서 Sternberg(1987)는 지능의 구인을 타당화 하는 과

정에서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주  을 드러내기 해 사용한 암묵  

이론을 추출하는 작업을 요시한 바 있다. 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할 때는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암묵  지식(implicit theory)의 향을 받는다는 통찰에 근거한 것

이다. 진로발달과업의 경우에도 장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진로발달과업에 한 일

반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가들의 담론에 수용하여야 한다. 

진로발달은 생애  과정이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발달과업을 조사하는 것 한 

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는 성인기 이후 개인이 실 시켜 

갈 직업생활의 기 를 형성하는 요한 시기이며, 부모나 교사 는 상담자 등에 의한 진로교



초, 중,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일반인의 암묵지 탐색  2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육  진로상담이 공식  비공식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 발달의 단계  , , 고등학교 학생을 심으로 그들의 진로발달과업에 

한 일반인들의 암묵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 , 고등학생들의 진

로발달과업을 경험 인 조사를 통해 밝히는 최 의 탐색 인 시도로서 문가 집단에 의한 진

로교육의 목표 는 발달과업을 보완하는 지침으로서, 그리고 차후의 진로발달과업 연구를 

한 기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해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과업에 한 일반인들의 암묵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는가?

둘째, , ,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 각 항목들의 요도에 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진로발달과업 항목추출을 한 연구 상 

진로발달과업의 항목을 추출하기 해 학교, 직장, 종교 활동 장소, 가정 등의 자연 인 생

활 장에서 임의 표집에 의해 추출된 사람들을 상으로 자유응답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

상인원은 30명으로서 남자 15명, 여자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13세 부터 62세까지 이

고, 직업은 학생, 회사원, 주부, 목사, 교사, 업사원, 학교 직원, 합창단원, 농업, 자 업 등

이었다. 

2) 진로발달과업 요도  특성 악을 한 연구 상 

응답자의 지역  편 을 피하기 해 서울, 인천, 청주, 마산, 주 지역의 학교, 종교기 , 

친목 모임 등 다양한 장면에서 조사를 실시하 다. 총 225명으로부터 응답지를 회수하 고, 응

답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13명의 결과를 최종 분석하 다. 응답자의 

연령은 19세부터 61세까지 으며, 연령평균은 35.94세(SD 10.11) 다. 직종은 무 응답자 3명을 

제외한 유효 비율 기 으로 교사(66명, 31.4%)가 가장 많았고, 학생(37명, 17.4%), 회사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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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8.5%), 공무원(14명, 6.7%), 건설업(8명, 3.8%), 성직자(8명, 3.8%), 교수(7명, 3.3%), 매업(7

명, 3.3.%), 운수업(2명, 1.0%), 법조인(1명, .5%). 의사(1명, .5%), 기타(41명, 19.5%)등이었다. 

2. 연구절차
1) 비조사 설문지 제작  실시

비조사는 자유 응답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 , 고등학교 별로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과

업 항목을 수집하기 해 실시하 다. 일부는 연구자들이 강의시간과 종교 활동 시간에 직  

실시하 고, 일부는 연구보조원에게 실시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 연구 상의 직장과 학교, 는 

친목 모임을 방문하여 수행하도록 하 다. 등학교 기간은 학교나 고등학교 기간의 2배이

고, 발달과정 한 원활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을 감안하여, 등학교 학년과 고학년을 구

분하여 질문하 다. 설문 실시자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로발달과업을 발달단계별

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임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 다. 설문지에 기재된 지시문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일 는 직업에 충실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경제 으로도 안정

된 생활을 하기 해 다음 각 연령 에서 비하거나 갖추어야 할 능력은 어떤 것들인지 자유

롭게 어 주십시오. 각 연령 마다 3개 이상씩 어 주십시오.” 다. 

2) 비조사 결과 분석

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단계별 발달과업 항목은 등학교 학년 49개, 등학교 고학년 

46개, 학교 53개, 고등학교 52개의 총 200항목이었다. 항목 결정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3명의 교육상담 공 교수와 4명의 교육심리 공 교수가 공동으로 작업하 다. 일반인

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 하고자 자유반응에서 얻은 응답 원자료의 내용을 보 하기 기 

해 노력하 다. 비조사에서 얻어진 항목들을 원자료로 타이핑하여 장한 후, 연구진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타이핑한 항목들을 스크린에 띄워 소트하고, 정렬한 결과에 하여 복된 항

목을 지우고, 어의가 불분명한 것을 명료화하 다. 이들 개별 항목들을 스크린에 순차 으로 

띄워놓고 연구진이 만장일치로 합 정을 내리면 통과시키고, 부 합 의견을 제시하는 항목

에 하여는 토론을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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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발달과업의 요도 악을 한 설문지 제작

비조사응답에 한 항목 정리 결과 등학교 학년 20개, 등학교 고학년 23개, 학교 

23개, 고등학교 27개로 총 93개 다. 이 결과를 토 로 본 설문지를 제작하 다. 본 설문지에

는 응답자의 성․연령․학력․직업에 한 인구 통계  정보 항목, 93개의 발달과업 항목, 12

개의 기타항목을 을 수 있는 공란이 포함되었다. 발달과업  기타항목은 5  리커트 척도

(1=  요하지 않다, 5=매우 요하다)로 제작되었다. 응답자들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항

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각 연령 별로 기타 항목을 세 개씩 공란으로 추가하 다. 

4) 진로발달과업의 요도 악을 한 설문지 실시 

본 설문지는 서울을 비롯하여 청주, 주, 마산, 인천 등의 다양한 지역의 성인 교육 장소나 

종교기 , 친목모임, 직장 등에서 225명에게 실시하 다. 성인 교육 장소에는 연구자들이 직  

실시하 고, 종교기 이나 친목모임에는 상담 공 석사 는 학사인 연구보조원을 견하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직장의 경우에는 진  간부를 섭외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안내한 후 

실시해 오도록 부탁하 다. 

3. 자료 분석
한국인의 발달과업으로 진로발달의 역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들을 밝히기 

해, 비조사 응답 자료를 정리하여, 연령 별 발달과업 항목을 추출하 다. 한국인들이 진로

발달에서 각 연령 별로 이루어야 할 과업을 내용별로 정리하고, 그 우선순 를 결정하기 

하여 연령 별로 추출된 발달과업 항목들의 요도를 평균과 표 편차를 통해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발달단계별 진로영역 발달과업의 내용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요한 진로발달과업이 무엇인지 밝히기 해 비조사 응

답 자료를 정리하여 연령 별 발달과업 항목을 추출하 다. 먼  , , 고등학교 발달단계별 

진로발달과업의 내용을 <표 1>에서 <표 4>까지 제시하고, 체 발달 단계별 진로발달과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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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일상생활
과제수행

13) 저금한다
14) 특별활동을 한다
16) 다양한 취미생활을 한다
17) 심부름을 한다
18) 봉사활동하면서 일의 세계를 탐색한다
19) 청소를 열심히 한다

진로관련
자기이해

2)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인식한다
4)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본다
7)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한다
8)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다
12) 존경하는 인물을 닮아간다

능력개발
1) 맡은 일(공부)을 열심히 한다
5) 다양한 방면으로 독서한다
11) 예체능 활동을 통하여 잠재력을 개발한다
20) 숙제를 성실히 한다

대인관계
3)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9) 부모님과 여행한다
10) 성역할을 익힌다

성품개발 6) 리더십을 경험한다
15) 협동심을 익힌다

<표 1> 등학교 학년의 진로발달과업 내용

용의 개요를 <표 5>에 제시하 다.

등학교 학년의 진로발달과업(표 1)은 20개가 추출되었으며 이는 일상생활과제 수행, 진

로 련 자기이해, 능력개발, 인 계, 성품개발 등의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상생

활 과제수행’ 역은 한다, 심부름을 한다, 청소를 열심히 한다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진로 련 자기이해’ 역은 자신의 꿈을 생각해본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한다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능력개발’ 역은 맡은 일(공부)를 열심히 한다, 다양한 

방면으로 독서한다 등의 4개 항목으로, ‘ 인 계’ 역은 리더쉽을 경험한다, 부모님과 여행

한다 등의 4개 항목으로, ‘성품개발’ 역은 동심을 익힌다의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등학교 고학년의 진로발달과업(표 2)은 23개가 추출되었으며 이는 능력개발, 일상생활과

제 수행, 성품개발, 진로 련 자기이해, 진로탐색과 결정, 인 계 등의 6개 역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능력개발’은 기 학습을 다진다, 자격증에 도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일상생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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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능력개발

3) 기초학습을 다진다
10) 영어(외국어)를 배운다
16) 체험(문화탐방체험)을 통해 학습 한다
18) 자격증(한자, 컴퓨터)에 도전한다
23) 숙제를 성실히 한다

일상생활
과제수행

9) 여가활동을 즐긴다
11) 용돈을 관리한다
12) 저금을 한다
20) 심부름을 한다
22) 청소를 열심히 한다

성품개발
1) 근면성을 기른다
2)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5)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한다
7) 모험심을 기른다

진로관련
자기이해

4)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다
6) 닮고 싶은 위인을 선정한다
13) 특기나 적성을 찾는다
14) 흥미를 찾는다
17) 취미를 탐색(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한다

진로탐색과 
결정

15) 직업이 있음을 안다
19) 중학교를 결정한다
21) 봉사활동하면서 일의 세계를 탐색한다

대인관계 8) 성역할을 이해한다

<표 2> 등학교 고학년의 진로발달과업 내용

제수행’은 여가활동을 즐긴다, 용돈을 리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성품개발’은 근면성을 기른

다, 모험심을 기른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로 련 자기이해’는 미래에 한 꿈

을 갖는다, 특기나 성을 찾는다 등 5개 항목으로, ‘진로탐색과 결정’은 직업이 있음을 안다, 

학교를 결정한다 등 3개 항목으로, ‘ 인 계’ 역은 성역할을 이해한다의 1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학생의 진로발달과업(표 3)은 23개가 추출되었으며 이는 진로탐색과 결정, 진로 련 자기

이해, 능력개발, 성품개발, 인 계, 일상생활 과제수행 등의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로탐색과 결정’ 역은 인터넷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 진로정보를 찾는다, 진로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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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진로탐색과 
결정

5) 인터넷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 진로정보를 찾는다
9) 자원봉사를 통해 직업체험을 한다
13) 직업을 탐색한다
14) 진로를 결정한다
15) 진로를 탐색한다
16) 진학정보를 찾아본다
17) 학교(인문계, 실업계)를 결정한다

진로관련 
자기이해

1)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3) 삶의 목표(꿈)를 설정한다
7) 자기의 취미와 흥미를 찾는다
8) 진로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20)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판단한다

능력개발

6) 자격증(한자, 컴퓨터)에 도전한다
10) 재능을 개발하고 더 공부한다
12)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21) 열심히 공부한다
23) 독서를 통해 간접경험을 쌓는다

성품개발
18) 시간과 정력을 배분하여 맡은 일을 완수한다
19) 일을 노는 것보다 우선해야 함을 배운다
22) 자기 일 알아서 한다

대인관계 2) 남, 여 성역할과 차이를 인식한다
4) 대인관계 기술을 넓힌다

일상생활 
과제수행 11) 저금을 한다

<표 3> 학생의 진로발달과업 내용

등 7개 항목으로, ‘진로 련 자기이해’ 역은 꿈을 이루기 한 계획을 세운다, 삶의 목표(꿈)

을 설정한다 등 5개 항목으로, ‘능력개발’ 역은 자격증(한자, 컴퓨터)에 도 한다, 열심히 공부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품개발’ 역은 시간과 정력을 배분하여 맡은 일을 

완수한다, 자기일 알아서 한다 등 3개 항목으로, ‘ 인 계’ 역은 남, 여 성역할과 차이를 인

식한다, 인 계 기술을 넓힌다 등의 2개 항목으로, ‘일상생활 과제수행’ 역은 을 한다

의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표 4)은 27개가 추출되었으며 이는 진로탐색, 진로결정, 능력개발, 

경제활동, 진로 련 자기이해, 인 계 등의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로탐색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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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진로탐색과 
결정

1) 가족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15) 자기의 진로를 자세히 탐색한다
18)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받는다
21) 진로와 종교를 연결시킨다
23) 선택한 직업과 관련된 일을 경험한다
24)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일을 경험한다
25) 매사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판단한다
26) 자원봉사 하면서 직업을 체험한다
2) 대학을 결정한다
3) 학과(전공)를 결정한다
5) 문, 이과를 결정한다
14) 직업을 결정한다
20) 진로를 확실히 선택한다
22)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취직을 준비한다

능력개발
4) 대학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한다
6) 수능시험을 준비한다
7) 시험기간 때 열심히 공부한다
27)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상생활 
과제수행

8) 용돈을 잘 활용한다
9) 아르바이트를 해본다
10)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17) 저금을 한다

진로관련
자기이해

12) 인생관을 설정한다
13) 직업가치관을 확립한다
16) 직업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대인관계 11) 이성 친구를 사귄다
19) 좋은 친구와 관계를 유지한다

<표 4>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 내용

정’ 역은 가족과 진로에 해서 이야기해 본다, 자기의 진로를 자세히 탐색 한다 등 14개 항

목으로, ‘능력개발’ 역은 학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한다, 수능시험을 비 한다 등 4개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상생활 과제수행’ 역은 용돈을 잘 활용한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다 

등 4개 항목으로, ‘진로 련 자기이해’ 역은 인생 을 설정한다, 직업 가치 을 확립 한다 등 

3개 항목으로, ‘ 인 계’ 역은 이성 친구를 사귄다, 좋은 친구와 계를 유지 한다 등 2개 



234  아시아교육연구 8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등학교 저학년(20) 초등학교 고학년(23) 중학교(23) 고등학교(27)
진로관련 자기이해(5) 진로관련 자기이해(5) 진로관련 자기이해(5) 진로관련 자기이해(3)

- 진로탐색과 결정(3) 진로탐색과 결정(7) 진로탐색과 결정(14)
능력개발(4) 능력개발(5) 능력개발(5) 능력개발(4)

일상생활 과제수행(6) 일상생활 과제수행(5) 일상생활 과제수행(1) 일상생활 과제수행(4)
대인관계(3) 대인관계(1) 대인관계(2) 대인관계(2)
성품개발(2) 성품개발(4) 성품개발(3) -

<표 5> 진로발달과업의 내용 (  )안은 항목 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진로발달과업의 수가 늘어나

고 있다는 이다. 진로발달과업의 개수는 등학교 학년은 20개인데, 등학교 고학년과 

학교는 23개이며, 고등학교는 27개로 나타나 일반인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진로발달과업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발달과제의 역으로는 일반 으

로 진로발달과제로 제시되는 진로 련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결정, 능력개발 등과 함께 일

상생활 과제수행, 인 계, 성품개발 등의 새로운 역이  발달단계에 걸쳐 공통 으로 제

시되었다. 각 역별 발달과업은 발달단계의 진행에 따라 요한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진로 련 자기이해 역에서는 ‘꿈을 갖는다’, ‘특기, 성, 흥미 발견’ 등이 등학교 

학년에서 학교까지 지속 으로 제시되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꿈에 

한 계획’, ‘진로자아정체감 형성’ 등이 학교 시기부터 새롭게 제시되었다. 진로탐색과 결정 

역은 등학교 고학년부터 제시되면서 등학교 고학년 3문항, 학교 7문항, 고등학교 14문

항 등 발달단계가 올라갈수록 항목수가 격히 늘어나고 있다. 각 발달단계에 공통 으로 제

시된 과업은 ‘자원 사를 통한 일 체험’이었으며, 등학교 고학년과 학교에서의 진로결정은 

‘상 학교 결정’으로 소수의 과제가 제시되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 학, 학과, 직업, 문․이과, 

취업 결정’ 등 많은 과제가 제시되었다. 능력개발 역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등학교 

학년, 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 제시되었고, ‘숙제를 성실히 한다’가 등학교 학년과 고

학년에서, ‘자격증에 도 한다’가 등학교 고학년과 학교에 공통 으로 제시되었다. 일상생

활 과제수행 역에서는 ‘ 한다’가 모든 발달단계에서 제시되었고, ‘심부름, 청소’ 등은 

등학교 학년에서만 제시되었다. 등학교 학년과 고학년의 일상생활 과제수행 항목은 유

사했으며, 학교와 고등학교의 항목들은 모두 경제활동에 한 것이었다. 고등학교시기에 ‘아

르바이트, 등록  마련’ 등 경제  수입 마련의 내용이 새롭게 나타났다. 인 계 역에서는 

‘성역할 이해’가 고등학교 이 의 발달단계에 공통 으로 제시되었으며, 성품개발 역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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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업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5) 다양한 방면으로 독서한다 210 4.30 0.71
3)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211 4.28 0.70
8)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다 210 4.16 0.70
15) 협동심을 익힌다 207 4.10 0.70
9) 부모님과 여행한다 211 4.09 0.79
7)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한다 211 4.00 0.79
4)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본다 211 3.95 0.82
20) 숙제를 성실히 한다 208 3.92 0.70
11) 예체능 활동을 통하여 잠재력을 개발한다 211 3.88 0.82
16) 다양한 취미생활을 한다 208 3.80 0.84
17) 심부름을 한다 211 3.76 0.80
6) 리더십을 경험한다 211 3.63 0.85
14) 특별활동을 한다 211 3.61 0.76
2)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인식한다 211 3.60 0.85
1) 맡은 일(공부)을 열심히 한다 211 3.59 0.88
13) 저금을 한다 211 3.59 0.77
10) 성역할을 익힌다 210 3.58 0.83
18) 봉사활동하면서 일의 세계를 탐색한다 210 3.55 0.91
19) 청소를 열심히 한다 210 3.49 0.78
12) 존경하는 인물을 닮아간다 211 3.46 0.82

<표 6> 등학교 학년 시기 진로발달과업의 요도 

학교 학년에서 학교 시기까지만 제시되었다. 

2. 진로발달과업 항목의 중요도 
비조사를 통해 추출된 진로발달과업 항목이 해당 연령 에서 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정

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발달단계별로 <표 6>에서 <표 9>까지 제시하 다.

등학교 학년의 진로발달과업 요도 분석결과(표 6)를 보면, 요한 것(4  이상)으로 5)

다양한 방면으로 독서한다, 3)교우 계를 형성한다, 8)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다, 15) 동

심을 익힌다, 9)부모님과 여행한다, 7)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한다, 4)자신의 꿈을 생각해본다 

등 6개 항목이 추출되었다.

등학교 고학년의 요한 발달과업(4  이상)으로는 4)미래에 한 꿈을 갖는다, 5)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한다, 3)기 학습을 다진다, 2)매사에 극 으로 참여 한다, 1)근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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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업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4)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다 210 4.32 0.68
5)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한다 210 4.24 0.69
3) 기초학습을 다진다 210 4.24 0.70
2)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209 4.21 0.68
1) 근면성을 기른다 210 4.18 0.64
16) 체험(문화탐방체험)을 통해 학습 한다 210 4.15 0.78
13) 특기나 적성을 찾는다 208 4.09 0.68
14) 흥미를 찾는다 210 4.03 0.75
23) 숙제를 성실히 한다 208 4.00 0.78
11) 용돈을 관리한다 210 3.88 0.70
15) 직업이 있음을 안다 209 3.87 0.83
17) 취미를 탐색(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한다 208 3.85 0.86
8) 성역할을 이해한다 208 3.85 0.74
12) 저금을 한다 209 3.83 0.72
7) 모험심을 기른다 210 3.78 0.76
21) 봉사활동하면서 일의 세계를 탐색한다 210 3.76 0.79
6) 닮고 싶은 위인을 선정한다 209 3.76 0.82
10) 영어(외국어)를 배운다 210 3.70 0.82
20) 심부름을 한다 209 3.66 0.76
22) 청소를 열심히 한다 209 3.65 0.81
9) 여가활동을 즐긴다 208 3.64 0.81
19) 중학교를 결정한다 207 3.50 0.93
18) 자격증(한자, 컴퓨터)에 도전한다 209 3.25 0.91

<표 7> 등학교 고학년 시기 진로발달과업의 요도 

기른다, 16)체험(문화탐방체험)을 통해 학습 한다, 13)특기나 성을 찾는다, 14)흥미를 찾는다, 

23)숙제를 성실히 한다 등 9개 항목이 추출되었다(표 7).

학생의 경우 요한 발달과업(4  이상)으로 23)독서를 통해 간 경험을 쌓는다, 12)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22)자기 일 알아서 한다, 3)삶의 목표(꿈)를 설정한다, 1)꿈을 이루기 한 

계획을 세운다, 21)공부를 열심히 한다, 8)진로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20)자신의 미래를 생각

하고 단한다, 18)시간과 정력을 배분하여 맡은 일을 완수한다, 4) 인 계 기술을 넓힌다, 

10)재능을 개발하고 더 공부한다, 17)학교(인문계, 실업계)를 결정한다, 2)남, 여 성역할과 차이

를 인식한다, 7)자기의 취미와 흥미를 찾는다 등 14개 항목이 추출되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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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업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23) 독서를 통해 간접경험을 쌓는다 207 4.49 0.71
12)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209 4.48 0.69
22) 자기 일 알아서 한다 209 4.29 0.69
3) 삶의 목표(꿈)를 설정한다 209 4.17 0.80
1)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208 4.11 0.71
21) 공부를 열심히 한다 209 4.10 0.74
8) 진로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207 4.08 0.79
20)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판단한다 208 4.07 0.71
18) 시간과 정력을 배분하여 맡은 일을 완수한다 207 4.06 0.79
4) 대인관계 기술을 넓힌다 209 4.06 0.81
10) 재능을 개발하고 더 공부한다 209 4.05 0.74
17) 학교(인문계, 실업계)를 결정한다 209 4.04 0.89
2) 남, 여 성역할과 차이를 인식한다 209 4.02 0.80
7) 자기의 취미와 흥미를 찾는다 209 4.00 0.65
19) 일을 노는 것보다 우선해야 함을 배운다 208 3.82 0.87
9) 봉사활동 하면서 직업체험을 한다 209 3.81 0.82
15) 진로를 탐색한다 207 3.80 0.83
11) 저금을 한다 208 3.78 0.80
13) 직업을 탐색한다 208 3.74 0.83
16) 진학정보를 찾아본다 209 3.73 0.84
5) 인터넷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 진로정보를 찾는다 208 3.66 0.82
14) 진로를 결정한다 209 3.49 0.91
6) 자격증(한자, 컴퓨터)에 도전한다 207 3.47 0.81

<표 8> 학교 시기 진로발달과업의 요도 

고등학생의 경우 요한 것(4  이상)으로 3)학과( 공)를 결정한다, 1)가족과 진로에 해서 

화를 나 다, 4) 학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한다, 7)시험기간 때 열심히 공부한다, 19)좋은 친

구와 계를 유지한다, 6)수능시험을 비한다, 27)공부를 열심히 한다, 2) 학을 결정한다, 5)

문, 이과를 결정한다, 15)자기의 진로를 자세히 탐색한다 등 10개 항목이 추출되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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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업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3) 학과(전공)를 결정한다 208 4.55 0.63
1) 가족과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209 4.53 0.66
4) 대학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한다 209 4.45 0.59
7) 열심히 공부한다 208 4.45 0.63
19) 좋은 친구와 관계를 유지한다 208 4.44 0.62
6) 수능시험을 준비한다 209 4.41 0.61
27) 공부를 열심히 한다 204 4.39 0.70

209 4.38 0.682) 대학을 결정한다
5) 문, 이과를 결정한다 208 4.27 0.72
15) 자기의 진로를 자세히 탐색한다 209 4.04 0.78
12) 인생관을 설정한다 209 3.99 0.78
8) 용돈을 잘 활용한다 208 3.98 0.70
16) 직업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208 3.96 0.81
25) 매사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판단한다 207 3.94 0.81
13) 직업가치관을 확립한다 208 3.93 0.79
20) 진로를 확실히 선택한다 206 3.88 0.85
18)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받는다 208 3.81 0.85
26) 봉사활동 하면서 직업을 체험한다 208 3.77 0.83
17) 저금을 한다 209 3.62 0.82
22) 직업선택에 따른 준비작업을 한다 208 3.60 0.83
23) 선택한 직업과 관련된 일을 경험한다 209 3.58 0.92
14) 직업을 결정한다 209 3.51 0.90
21) 진로와 종교를 연결시킨다 207 3.15 1.08
24)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일을 경험한다 205 3.13 1.03
9) 아르바이트를 해본다 208 3.10 0.96
10)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208 2.95 0.93
11) 이성 친구를 사귄다 208 2.92 0.94

<표 9> 고등학교 진로 역 발달과업의 요도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 ,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에 한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의 암묵  지

식을 탐색하 다. 이를 해 30명의 남녀 응답자로부터 각 단계에 한 진로발달과업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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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방식으로 수집하 다. 수집된 항목들을 문가 회의를 통해 정리하 으며, 정리된 항목들

에 하여 225명의 남녀 응답자로부터 각 과업항목별 요도를 평가받았다.

연구결과 , , 고 시기 진로발달과업의 내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 발견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진로발달과업의 항목 수가 많아진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학년․ 등학교 고학년․ 학교․고등학교에 걸친 진

로발달과업의 총 항목으로 93개가 추출되었는데, 발달단계별로 등학교 학년 20개, 등학

교 고학년과 학교 각각 23개, 고등학교 27개로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항목 수가 증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 발달단계별 진로발달의 개별항목들을 내용에 따라 유목화 한 결과 진로 련 자

기이해, 진로탐색  결정, 일상생활 과제수행, 능력개발, 인 계 등의 6 역이 모든 발달단

계에 나타났는데 각 역별로 발달단계의 진행에 따라 특징 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진로탐색 

 결정 역은 등학교 학년에는 없다가 등학교 고학년부터 제시되었고, 성품개발 역

은 학교까지 제시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 축한다’ 항목이 모든 발달

단계에 공통 으로 제시되었으며, ‘꿈을 갖는다’, ‘ 성, 흥미 발견’, ‘자원 사를 통한 일의 세

계 체험’, ‘열심히 공부’, ‘성역할 이해’ 등이 4개의 발달단계에서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발달 역별 내용의 변화로서는 ‘진로 련 자기이해’의 경우 등학교 시기에는 좋아하는 과

목,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닮고 싶은 인물을 찾는 것이 제시된 반면, 학교에서는 삶의 목

표 설정, 꿈을 이룰 계획 수립, 진로자아정체감 확립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인생  설정, 직업가

치  확립, 직업자아정체감 형성 등으로 발 한다. ‘진로탐색과 결정’ 역의 경우 등학교 고

학년에서는 직업이 있음을 알고 일의 세계를 탐색하며 학교를 결정하는 3개의 진로발달과업

이 제시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진로, 직업, 진학정보 등을 탐색하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까지 

구체 으로 제시되었고 직업체험이나 고등학교 계열 결정 등 총 7개가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에서는 총 14개의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족과 상의, 심리검사, 종교와 연 , 직업체

험 등의 구체 인 진로탐색활동과 학과 학과 결정, 직업 결정, 취업 비 등 매우 요한 진

로결정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능력 개발’ 역은 진로를 해 개인 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학교 학년 시기에는 공부, 숙제, 독서, 체능 활동 등이 일반 으로 제시되었으나 등학

교 고학년에서는 어(외국어), 취미(피아노, 미술, 태권도), 자격증(한자, 컴퓨터), 체험(문화탐

방체험) 등 구체 인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학교에서는 자격증, 재능개발, 독서, 열심

히 공부 등이 일반 으로 제시되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학진학 공부, 수능시험 비 등 구

체 인 목표 활동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진로발달과업의 요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발달단계가 높

아질수록 진로발달에서 해야 할 요한 일들이 더욱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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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분석 결과를 발달단계별로 볼 때 요한 것(4  이상)으로 제기된 문항의 수가 등학

교 학년 6개, 등학교 고학년 9개, 학교 14개로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요한 발달과업

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의 요 발달과업(4  이상) 수는 10개로서 

학생보다 개수가 었고, 그 내용이 주로 입 비 련 행동과 의사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일반인의 암묵지에는 학입시에 한 심이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93개 발달과업 개별 항목을 통틀어 가장 높은 요도 수를 받은 항목은 고등학교 시 의 

발달과업 항목인 ‘학과( 공)을 결정한다(평균 4.55, 표 편차 0.64)’, ‘가족과 진로에 하여 

화를 나 다(평균 4.53, 표 편차 0.66)’, 학교 시 의 발달과업 항목인 ‘독서를 통해 간 경

험을 쌓는다(4.49, 표 편차 0.72)’,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평균 4.48, 표 편차 0.69)’의 순이었

다. 연구 상들은 고등학교시 의 신 한 진로결정과 학교 시 의 독서를 진로발달과업으로 

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가 높

아질수록 수행해야 할 진로발달과업이 더 요해진다고 암묵 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발달과업에 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Havighurst(1952)가 제시한 

청소년기 주요발달과업인 직업선택 비와 경제독립의 확신은 본 연구에서 학교와 고등학

교의 진로발달과업으로 제시한 삶의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진로, 직업, 

진학정보 탐색, 학과결정, 학 비, 직업결정 등과 련된다. 그가 제시한 시민으로서의 지

기능과 개념 함양, 사회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수행하는 일 등도 본 연구에서 제시

한 학교의 진로발달과업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자기 일을 알아서 한다, 시간과 정력을 

배분하여 맡은 일을 완수한다 등과 고등학교의 진로발달과업  공부를 열심히 한다, 좋은 친

구와 계를 유지한다 등과 유사한 항목이다. 김종서 외(1982)의 연구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발달과업들과 의미상 일치되는 항목들이 네 가지 발달 역에 고루 걸쳐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모두에게 공부가, 학생에게는 독서와 고등학교 계열 결정이, 고등학

생에게는 학과와 학결정  수능 비가 더 강조되었다. Super(1951)나 Ginzberg(1951) 등을 

심으로 하는 진로발달이론상에서 보면, 략 우리나라의 등학생 시기는 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흥미에 의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며, ․고등학교 시기는 탐색기로서 특히 학생

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가치가 진로선택의 요한 기 이 되고, 고등학생은 사회 속에서 어떻

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일반인들도 등학생의 경우

에는 구체 인 직업이나 진로와 련한 행동 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존 하고 주변세계를 탐

색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찾는 것을 요한 발달과업으로 인식하 다. 그러

나 학교 시기의 발달과업에 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한 탐색보다는 능력을 기르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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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활동을 근면하게 수행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는 진로발달이론들은 각 단계별로 나

타나는 발달의 상을 밝힌 데 비해 본 연구는 각 단계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과업을 밝히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차이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자기탐색의 요성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르

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한 진로교육이나 상담의 장에서 자기를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합리 인 진로의사결정을 해 매우 요한 요인임을 강조함과 아울러 자기를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학생

의 경우 본 연구의 상들은 주로 이 학입시와 학과 결정에 맞춰진 항목들을 제시하

는데, 이는 우리나라 입제도의 특수성을 반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고등학생

들이 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구체화 과제가 학입시를 통해서 실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입시가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이와 같이 매우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론 인 정보소개나 탐색활동, 의사

결정의 원칙 제시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의 진로 련 교과목과 로그램들( : 강재

태 외, 2003; 인천 역시교육청, 2002)을 구체 인 목 심의 활동( , 학선택 로그램/학

과선택 로그램)으로 특화시켜 운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과 학과선택이 성공 으로 이루어

지도록 실제 인 도움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발달단계별로 진로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여, 국가 인  개발 차원에 활용하려는 문가 심

의 연구들( , 이  외, 2004; 장석민, 2001; 한국교육개발원, 1985; NOICC, 1996)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이 연구들은 학술 , 정책  연구의 특성상 표 상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일

반인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향이 있다(이  외, 2004). 이에 비

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 인 행동들을 일상 인 용어로 표

하 기 때문에 문가들이 제시한 진로목표와 종합하여 사용할 때, , , 고등학생들에게 

실 인 행동지침을 담은 조언을 해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이 취한 방법과 달리 일반인들의 암묵  지식을 탐구한 탐색  연

구이기 때문에 문가들의 논의를 심으로 얻어진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지속 이고 활발한 

비교 논의가 필요하다. 진로발달의 과업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 실제 으로 구 되는 데에서 

의미가 깊어지며, 개개인의 생각은 행동과 한 련이 있다는 을 고려하면 암묵지에 

한 탐색 결과가 문가 집단의 체계 인 논의에 활발하게 송환되고 상호간 조 될 때, 발달과

업에 한 논의의 결과가 공식 인 진로교육이나 상담의 장에서 보다 깊은 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각 발달단계별로 청소년들이 진로를 비하기 해 무엇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한 탐색  작업이었다. 따라서 문가들이 제시한 이론  틀이나 

모형에 맞추기보다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응답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 하여 결과를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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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을 두었고, 결과 으로 경험연구의 엄격성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

다. 를 들어, 본 연구의 자유반응 설문조사 상인 30명과 본 조사 상 225명은 ‘일반인’을 

표하는 인구가 아니라 임의로 표집된 일반인들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는 표집상의 

오류를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진로발달과업을 

탐구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비공식 으로 , ,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

에 한 기 를 표 하며 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주 인 견해를 탐색해 다는 에

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물론 보다 많은 일반인들을 상으로 시행되고 의하여 연

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문가들이 진로발달과업을 설

정하거나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안할 때 참고하여 진로지도나 상담이 일반인들의 공감

을 얻으면서 진행되도록 하는 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나 부모상담의 장에서

도 진로발달과업에 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때 이론  발달과업과 함께 활용하여 체계 이면

서도 일상생활에 쉽게 용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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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licit Knowledge about Korean Youths' 

Career Developmental Tasks 

1)Kim, In-Kyu*․Lim, Eun-mi**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licit knowledge about career developmental tasks which 

Korean people have according to academic stages of youths. 30 subjects participated in pilot 

study. 255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ough the pilot study, the important career 

developmental tasks were itemized for lower and high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se items, the career developmental 

tasks questionnaire was mad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number of developmental 

tasks increased as the developmental stages go higher, that is 20 items for low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for high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23 ite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27 items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domain of career developmental task were 

self-understanding related to career,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 making, ability 

development, performing everyday task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haracter development. 

The number of important developmental tasks(4 or more score) increased as the developmental 

stages go higher, that is 6 items for low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9 items for high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14 ite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10 items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meaning of major results and the suggestions for youth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implicit knowledge, career developmental tasks, development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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