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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의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청소년 

진로교육에 있어 직업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는 충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대상의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업가치의 변화 과정

이나 직업가치와 관련된 개인의 발달적 특성을 탐색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지녔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2008년 한국청소년패널자료(Korea Youth Panel Survey)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

는 내적 혹은 외적인 직업가치의 특성에 따라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데, 외적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해, 내적 직업가치 추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가치의 발달적 변화양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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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변하는 노동시장과 늘어나는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면서 청소년들

에 한 진로교육  상담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진로교육  상담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진시키고, 청소년들이 자신과 직업세계에 한 정보를 기

로 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에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청소년 진로교육  

상담은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과정이며, 이는 발달과 선택의 개념을 토 로 한 청소

년 진로에 한 이해에 기 하여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진로에 한 만족도와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을 감안하면 진로를 선택하려는 

청소년들의 개인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진로교육의 요한 목

표라고 할 수 있다(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일반 으로 진로선택을 해 탐색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는 흔히 흥미, 성, 가치, 능력 등이 요하게 거론되는데, 이 에서도 특히 직업

가치는 진로선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인  특성일 뿐만 아니라 이후 진로에서의 응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한 요인이다. 흔히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흥미와 성

을 표 인 것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으나, 가치가 오히려 흥미보다 더 근원 인 의미를 가

지며 개인의 진로선택과 한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rown, 1996; Dawis & 

Lofquist, 1984). Super(1973)는 진로상담에서 직업흥미검사가 더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가치는 

흥미보다 더 본질 이며, 개인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러한 가치

를 추구할 수 있는 분야나 활동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가치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한 진로교육  상담의 요한 과업

이 되고 있으며(이옥, 1993) 동시에 이러한 직업가치에 한 발달  이해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효과  수행을 해 필요한 선행지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

리나 믿음인 가치는 개인의 진로선택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가치(value)는 ‘개

인 으로 혹은 사회 으로, 상 으로 더 선호되는 특정한 행동양식 혹은 궁극  상태’로 정

의된다(Rokeach, 1973). 이러한 가치 에서 특히 직업 선택이나 포부에 향을 미치는 특수한 

가치를 직업가치라고 일컫는데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 하는 보상이나 특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김정숙, 2006; Daymont & Andrisani, 1984; Hearn & Olzak, 1981; Herzog, 1982; 

Leuptow, 1980; Marini et al., 1996), 표 인 직업가치의 로서는 ‘성취’, ‘지식추구’, ‘ 향력 

발휘’, ‘사회  인정’, ‘자율’, ‘능력발휘’, ‘다양성’, ‘변화지향’, ‘창의성’, ‘더불어 일함’, ‘애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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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직업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 ‘실내 활동’, ‘보수’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의 가치에 해 연구한 부분의 학자들(Super, 1957; Super, 1995; Kluckhohn, 1951; 

Rokeach, 1973; Schwartz & Bilsky, 1987)은 가치를 둘 이상의 하 유형 혹은 하 역으로 분

류하여 설명하 다(Porfeli, 2007). 이  가치를 내  가치와 외  가치로 구분하는 방식은 심

리학에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가치체계 분류방식  하나이다. 직업가치 역시 크게 내  

가치와 외  가치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는데 구체 인 직업가치 분류 항목은 학자마다 조

씩 다르다. 컨  Super(1957)는 이타성, 창의성, 독립성, 지  자극, 심미성, 성취, 리 등

을 내  가치로, 생활방식, 안정성, 신, 보수를 외  가치로 구분하 고, Kalleberg(1977)는 일

에 한 흥미, 자율성을 내  직업가치로 보고, 임 , 후생복지, 직업안정 등 물질  보상이나 

조건을 외  직업가치로 보았다. 비록 이 듯 학자들 간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 으로 내

 직업 가치는 직업 자체의 가치나 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여기에는 성과 흥미추구, 

사회헌신, 인간 계 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 의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에 외  직업 가치

는 보수, 지 와 같은 도구  가치를 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권력추구, 경제  가치추구, 사

회  인식 시, 안정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김병숙 외, 1998). 

직업가치는 개인  특성과 한 련성을 있는데 이 에서도 성별은 직업가치에서의 차

이를 발생시키는 핵심 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숙, 2006). 성별과 직업가치에 한 선행

연구들(Singer & Stefflre, 1954; Thompson, 1966; Wagman, 1965)에 따르면, 일반 으로 여성은 

사회 사(이타  요인)와 자아실 의 직업가치를 시하는 반면 남성들은 인정, 보수, 지 , 독

립성을 더욱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을 상으로 한 양한주(1998)

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은 지도성과 수익성을, 여학생들은 인 계를 더 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선혜연 등(200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사회  사나 인간 계

를 지향하는 내  직업가치를 더 요시하 고,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권력, 보수

와 같은 외  직업가치를 더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가치에 한 이러한 성

별차이 연구는 부분 횡단 인 자료분석을 통해 일정한 시 에서 남성과 여성의 선호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 직업가치의 변화라는 발달  에서의 성별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

서 다양한 인간발달 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 발달상의 차이가 직업가치 이라는 진로

발달의 역에서도 확인되는 지에 한 경험 인 증거는 아직 없다. 

삶의 가치도 성장과정에서 변화하고 발달하듯이 직업가치도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변화하고 

발달할 것으로 상된다. 진로발달이론 가운데 Gottfredson(1981, 2003)의 진로포부 발달단계 

이론은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의 변화 과정을 보여 다. Gottfredson의 발달이론은 개인의 직업

포부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직업과 련된 개인발달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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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크기를 지향하는 서열획득단계(orientation to size and power, 3-5세)와 자신의 성역할에 

따른 직업포부를 발달시키는 성역할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ex role, 6-8세), 무 낮거나 높

은 사회  지 를 갖는 직업을 제외시키는 사회  가치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 9-13세),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과 같은 특성을 기 로 하여 직업선택을 이루는 

내  자아 확립 단계(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 14세 이후)로 발달단계를 제시하

고 있다. Gottfredson이 직업가치라는 개념을 직 으로 사용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직업

포부가 발달하는 각 단계별 기 인 ‘서열, 성역할, 사회  지 , 개인특성’은 직업 선택에서 무

엇을 요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가치의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란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해나가는 과도기  단계의 인간을 뜻하기 때문에 발달은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 특성

을 명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발달  에서 다양한 련 주제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청소년 진로선택에 있어 직업가치의 요성에 한 연구가 지난 70여 년간 진행되었지만

(Dukes, 1955), 직업가치의 발달이라는 에서 직업가치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Porfeli, 2007). 게다가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결과들 

마 도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가치 이 매우 안정 이라는 연구 결과들( , 

Schwartz, 1994)이 있는 반면에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요시하는 가치들이 변화한다는 연구결

과들도 있다(Walsh et al., 1996). 컨  Lindsay와 Knox(1984)는 고3 학생들을 종단 으로 추

한 연구결과, 직업가치 이 매우 안정 임을 확인한 반면에 Wagman(1965)은 고등학생, 

학생, 성인을 상으로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가치 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남자 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볼 때 고등학생은 직업의 안정

성, 독립성을 요시하고 학생들은 리더십, 흥미로운 경험, 존경을 요시하 으며, 학생과 

성인을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흥미로운 경험과 명성을 요시하는데 비해 성인은 안정성과 

독립성을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등 학생들을 상으로 직업가치를 연구

한 이옥(1993)의 연구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업의 세나 소득 등의 외재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 변화에 한 연구결과들이 보이는 불일

치는 동일인의 가치변화를 보기보다는 각 연령 에서 표집된 상이한 연구 상들의 특성을 분

석하는 횡단연구로서의 한계가 반 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 을 보완하면서 청소년 진로교육의 핵심 개념인 직업가

치가 발달 인 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발달의 측면

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변화 과정을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으로써 직

업가치가 발달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혹은 안정 인지에 한 실증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에 한 분석을 통해 직업가치의 문화  측면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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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연구문제에 을 두고 진행하 다. 첫

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내  그리고 외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며, 두 직업가치의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내  혹은 외  직업가치 추구 경향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청소년패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에 참여한 2003년 당시 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들 동일표

본을 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 수집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연도별 응답 학생수  남녀 비율은 <표 1>과 같다.

연도

성별
1차년도(중2) 2차년도(중3) 3차년도(고1) 4차년도(고2) 5차년도(고3)

남자 1725 (50.0) 1594 (50.0) 1572 (50.3) 1566 (50.2) 1510 (50.9)

여자 1724 (50.0) 1594 (50.0) 1553 (49.7) 1555 (49.8) 1457 (49.1)

전체 3449(100.0) 3188(100.0) 3125(100.0) 3121(100.0) 2967(100.0)

<표 1> 연도별 연구 상 학생수 ( 호 안은 %)

2. 연구도구
1∼5차 년도에 동일하게 사용한 KYPS 학생용 질문지  ‘직업선택’에 한 5번 문항을 연구

에 사용하 다. 5번 문항은 학생이 선택한 장래희망직업의 특성을 5  Likert척도(1=  그

지않다∼5=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5번의 총 15개 하  문항에 한 Cronbach α

=.65이며, 문항 제거시 체 신뢰도 수 이 향상되는 15번 하  문항을 제외한 14개 하  문항

에 하여 외  직업가치를 묻는 6개 하 문항(1∼6번)과 내  직업가치를 묻는 8개 하 문항

(7∼14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한 14개 문항의 Cronbach α=.68이며, 외  직

업가치 6개 문항, 내  직업가치 8개 문항 각각의 Cronbach α=.69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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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내용

내적

직업가치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업무의 자유재량권이 많음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

외적

직업가치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권력이 많음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음

시간적 여유가 많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함

<표 2> KYPS 학생용 질문지  사용 문항

3. 분석방법
직업가치항목의 요도, 외  직업가치와 내  직업가치의 년도별 평균 등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와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사용하 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 외  직업가치  내  

직업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학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일

반선형모형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분석을 하여 통계 로그램인 

SPSSWIN 12.0을 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직업가치 추구의 하위문항별 평균비교
1∼5차년도의 직업가치 추구 수를 모두 합하여 비교한 결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특

성으로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한 항목은, “7번 더 배우고 발 할 수 있음”이었다. 그 다음은 

“13번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과 “14번 나

의 소질이나 성에 맞음”으로 나타나, 1∼3순 가 모두 내  직업가치 특성이었다. 그리고 “8

번 사회에 사할 수 있음”도 비교  높은 순 의 내  직업가치 특성이었다. 외  직업가치 

특성 에서는 “6번 안정 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5번 쾌 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1번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이 높은 순 를 차지하 다.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16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위문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01.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3.19 1.06 7순위

02. 권력이 많음 2.67 1.04 14순위

0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음 2.91 1.10 11순위

04. 시간적 여유가 많음 2.71 1.13 13순위

05.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3.31 1.08 6순위

06.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3.43 1.19 4순위

07.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 3.87 1.00 1순위

08.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3.42 1.16 5순위

09. 업무의 자유재량권(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이 많음 2.97 1.24 10순위

10.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2.81 1.23 12순위

11.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3.09 1.35 9순위

12.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3.19 1.25 7순위

13.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3.74 1.08 2순위

14.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 3.74 1.09 2순위

15. 학력이 높지 않아도 얻을 수 있음 2.29 1.27 15순위

<표 3> 직업가치 하 문항별 평균과 표 편차

[그림 1]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가치 특성

2. 직업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외 , 내  직업가치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외  직업가치의 경우, 체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 2학년 때에 비해 학교 3학년 때 외  직업가치 추구 수가 격히 상승

하여 최고 수에 이르 다가 고등학교 1∼3학년동안 꾸 히 유의한 하락을 보 다(표 4).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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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결과†

전체

1차년도(중2) 2914 3.12 .64 31.92** b

2차년도(중3) 2548 3.20 .63 d

3차년도(고1) 2429 3.15 .61 c

4차년도(고2) 2434 3.10 .62 b

5차년도(고3) 2337 3.03 .63 a

남자

1차년도(중2) 1395 3.07 .65 10.13** a b

2차년도(중3) 1171 3.18 .66 c

3차년도(고1) 1141 3.13 .62 b

4차년도(고2) 1109 3.03 .63 b

5차년도(고3) 1076 3.11 .64 a

여자

1차년도(중2) 1519 3.16 .62 18.00** b

2차년도(중3) 1377 3.21 .61 c

3차년도(고1) 1288 3.17 .60 b c

4차년도(고2) 1325 3.07 .61 a

5차년도(고3) 1261 3.04 .63 a

** p<0.01, †Duncan 사후검증결과 부집단(a<b<c<d 집단으로 표시)

<표 4> 외  직업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검증

성별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1차년도(중2) 2918 3.47 .58 1.61

2차년도(중3) 2548 3.47 .56

3차년도(고1) 2436 3.49 .57

4차년도(고2) 2432 3.49 .57

5차년도(고3) 2338 3.50 .60

남자

1차년도(중2) 1397 3.49 .60 0.41

2차년도(중3) 1170 3.48 .59

3차년도(고1) 1142 3.51 .59

4차년도(고2) 1110 3.49 .58

5차년도(고3) 1077 3.50 .62

여자

1차년도(중2) 1521 3.45 .55 1.39

2차년도(중3) 1378 3.46 .53

3차년도(고1) 1290 3.48 .56

4차년도(고2) 1326 3.49 .56

5차년도(고3) 1261 3.49 .59

<표 5> 내  직업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검증

내  직업가치의 경우, 체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평균 수로는 체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차년도

에 걸쳐 진 인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 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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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Ⅲ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년 28.26 4 7.01 27.51**

학년*성별 6.41 4 1.60  6.24**

오차(학년) 1349.79 5256 .26

** p<0.01

<표 6> 외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학년, 학년*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구분 제Ⅲ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절편 62193.30 1 62193.30 67722.03**

성별 1.94 1 1.94 2.11**

오차 1206.73 1314 .92

** p<0.01

<표 7> 외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간 효과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그림 2] 학년별 외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3. 외적 직업가치의 변화
학생들의 외  직업가치 추구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다변량검정 결과,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외  직업

가치 추구 수에 차이가 있으며(F=25.75, df=4, p<.01),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 학년별 

수간에는 상호연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W=.88, 근사χ²=173.790, df=9, p<.01).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연도에 따른(학년에 따른) 외  직업가치 추구 수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개체-간 효과는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외  직업가치에 있어서 연도에 따른(학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

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외  직업가치의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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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Ⅲ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년 1.87 4 .47 2.31

학년*성별 1.09 4 .27 1.34

오차(학년) 1069.21 5268 .20

** p<0.01

<표 8> 내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학년, 학년*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구분 제Ⅲ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절편 78982.23 1 78982.23 92221.31**

성별 1.49 1 1.49 1.74  

오차 1127.94 1317 .86

** p<0.01

<표 9> 내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간 효과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그림 3] 학년별, 성별 외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2. 내적 직업가치의 변화
내  직업가치 추구의 변화는 외  직업가치 추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 다.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에서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 학년별 수간에 상호연 성이 있으나(W=.87, 근사

χ2=178.25, df=9, p<.01), 학년에 따라 내  직업가치 추구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F=2.31, p>.05).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연도에 따른(학년에 따른) 내  직업가치 추구 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개체-간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내  직업가치는 학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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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년별 내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그림 5] 학년별, 성별 내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Ⅴ. 논의

이 연구는 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추  조사한 한국청소년패  자료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166  아시아교육연구 10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실제 청소년 진로교육  상담에 주는 시사 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가장 요한 발견은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추구하는 직업가치는 비교  생

애 기에 결정이 되어 시간이 흐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직업가치는 자신의 경

험세계의 향을 받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주장이 립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두 주장 가운데 후자 쪽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에 한 태도나 가

치 이 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  지도의 목표로 제안되고 있지만( , 김 환 외, 2006; 이

 외, 2004; 장석민, 2001) 등학교 시기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꾸 히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둘째, 직업가치를 각각 질문한 문항별 분석결과를 보면, “더 배우고 발 할 수 있음”, “혼자

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나의 소질이나 성

에 맞음”이 1∼3순 로 나타나, 일에 한 바람직한 가치 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 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쾌 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등도 간 정도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을 고려하면서 

실 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볼 때 우려할 수 은 아닐 것이다. 돈이나 안정성과 

같은 외  직업가치도 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업을 

통한 자신의 발 가능성이었고, 이어 인지향과 소질  성에 맞는 직업을 추구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와 매체의 향으로 청소년들의 가치 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

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지만,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건 한 직업가치

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다.

셋째,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를 외  직업가치와 내  직업가치로 나 어 그 변화 양

상을 분석해 본 결과, 외  직업가치는 고등학교 이후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 내  직업가치 

추구는 학교 2학년 이후 꾸 히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가치의 변화 과정에 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변화의 원

인을 추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반 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외  직업가치 추구의 감소는 진로발달이론과 일 성을 보인다. Gottfredson(1981, 2003)의 진

로발달 이론의 발달단계와의 일 성이다. Gottfredson은 직업포부의 발달에서 등학교 시기

에는 사회  서열과 자신의 능력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직업들에 

한 포부가 발달하는 반면, 청소년기에 어들면서 자신의 흥미, 성, 가치에 합한 즉, 자신

의 내  특성에 맞는 직업에 한 포부가 발달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직업의 사회  지 는 직

업가치  외  직업가치에 가깝고, 직업을 통해 실 할 수 있는 내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내  직업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  직업가치추구의 감소라는 연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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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fredson의 진로포부이론에서 제안한 발달과정을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 로 따라가고 있음

을 보여 다.

넷째, 외  직업가치 추구는 감소하지만 내  직업가치 추구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는 결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논리 인 추론에 의하면 외  직업가치에 한 

매력도가 떨어지면 그와 반 되는 내  직업가치 추구가 증가할 것이 상된다. 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자율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연령 증가에 따른 내  직업가치 추구

의 증가를 측해 볼 수 있다.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율성의 지지가 

내  가치 추구를 진한다고 하 고,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선혜연 등(2007)

의 연구에서도 자율성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의 내  직업가치 추구 수 이 높았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

치 역시 내  직업가치 추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는 이러한 

내  직업가치 추구가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해

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로부터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면 히 검토되기를 기 한다.

다섯째, 이러한 직업가치추구의 변화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은 직업가치추구의 변화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발달 반에서 남녀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 으로 확인되는 상이고, 오래  연구이지만 Wagman(1965)의 연구

에서 가치추구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에서 밝 진 것과는 상반

되는 연구결과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나 기존의 진로발달 이론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연구결

과들이 최근 조 씩 소개되고 있다. 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 ․고교생들을 상으로 진

로포부의 남녀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등학교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진로포부

를 보이지만,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따라서 진로발달에 있어 남녀차이에 해서는 성 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발달과정을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지만,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직업가치의 발달과정에 

한 이론이나 선행연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가치 발달과정에 한 가설이나 

모형을 설정하지 못하고 기술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

해 직업가치 발달에 한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그 발달과정에 한 모형을 제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 종단연구의 특성상 자료수집에서 탈락되는 자료의 성격이 연구결과에 미

칠 수 있는 향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를 들어 학교 단 청소년들의 자료가 체

계 으로 탈락되었을 경우, 이런 학생들의 직업가치 추구 경향성이 연구결과에 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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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련 변인들과의 계, 는 청소년 개

인별 특성에 따른 발달의 차이 등도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성

에 따른 차이, 계층에 따른 차이 등에 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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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adolescents' Value Pursuing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Seon, Hye-Yon*․Hwang, Mae-Hyang**․Kim, Young-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 of adolescents' value pursuing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The KYPS(Korea Youth Panel Survey) longitudinal data for 5 years 

is analy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s that Korean adolescents' extrinsic value pursuing 

is changed, on the other hand, intrinsic value pursuing has not been changed as they grow 

up.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adolescent value pursuing, work values, intrinsic value, extrinsic value, career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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