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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층메타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효과크기와 이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의 전체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2)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총 18편의 연구에서 88개의 효과크기를 도출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첫째,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의 전체평균 효과크기는 .63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중간효과크기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예측변인을 2수준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실시했을 때 효과크기가 조금 더 큰 경향성이 나타났다. 즉, 다

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은 학년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다중지능을 활

용한 진로 프로그램의 회기 수가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시사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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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진로는 직업의 선택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 생애적 체험을 의미하며(김계현, 1995), 개인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임은미, 임찬오, 2003). 특히, 진로발달이란 진로에서의 성숙을 

가리키는데(문용린, 김주현, 2005),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적절히 탐색하고 선택해나가는 포

괄적이며 발달적인 과정을 의미한다(선혜연, 김계현, 2007). 청소년 시기의 진로 교육이 성인기

의 만족스러운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오호영, 2012), 청소

년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배상훈, 최은옥, 장창성, 2014). 진로교

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힘입어, 2009년 진로교육을 위한 독립교과(‘진로와 

직업’)가 신설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유학기제가 중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

되면서, 수준 높은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급 

학교의 교사, 대학의 연구진들은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 활발

히 개발하고 있다.

진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축적되면서 진로 프로그램의 성과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고 많

은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중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 임은미, 임찬오, 2003; 안지선, 김정남, 2013; 전미영, 2013).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진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 발달 및 선택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음

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연구의 초점이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대상, 프로그램이 목표로 한 종속 변인, 프로그램이 근거한 

이론 등, 프로그램 변인을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진로 발달에 긍정

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매개 변인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정 상담 이론이 고려되고 있는데(손은령,

이순희, 2011), 인지이론, 홀랜드이론, 현실치료 이론, 애착이론, 다중지능 이론 등이 프로그램의 

근거 이론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김희은, 이미현, 김인규, 2014).

이러한 추세는 프로그램의 근거 이론별 평균효과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효과크기의 차이는 

어떤 변인에서 기인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진로 프로그

램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다만, 조중현, 김진숙 (2014)은 특정 상담이론을 

기초로 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즉, 매체나 심리검사, 혹은 진로관련 

요인을 활용한 프로그램)보다 평균 효과크기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중현 등의 연구

에서 이론별 평균 효과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진로 프로그램이 아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김근곤, 임신일, 박일선(2015)과 수학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유

은영, 김태인(2015)은 프로그램의 근거 이론별로 효과크기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 프

로그램 역시 이론별 평균효과크기의 수준과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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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진로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근거 이

론인 다중지능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다중지능이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 크기가 

어떠한지, 무슨 변인이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중지능이론

의 개념적 요소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돕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문용린 외, 2005).

다중지능이론이 진로발달프로그램의 근거이론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다중지능이론의 개념

이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효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다중지

능이론의 개념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중지능이론은 언어, 수리력 등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

을 맞추고, 현실 상황 맥락에서 요구되어지는 다른 능력을 지능의 개념에서 소외시키는 것에 대

한 반성에서 등장하였다(Gardner, 1999). 따라서 다중지능은 인지적 혹은 학업적 능력에만 초점

을 맞추어 지능의 개념을 정의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상황적 맥락 속에서 발현

되는 개인의 능력, 즉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가치 있는 산물을 만들어 내거나 문제를 해

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ardner, 1983). 다중지능에는 8가지 영역

이 포함되는데, 전통적 지능 이론에서 강조했던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외에도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문용린 

외, 2005).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8가지 지능 영역에서 각자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강점을 지닌 지능 영역이 다르다(오현미, 2010).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해 이해한 후, 강점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

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Walters & Gardner, 1985). 이는 진로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김동일 외, 2014a).

다중지능 기반 진로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중지능이론이 어떻게 청소

년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지능

이론 기반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강점영역과 약점영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김주현 외, 2005). 진로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이를 직업

의 특성과 결부시키는 것이다(강방용, 2009). 다중지능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진로

탐색 이전에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이해하

도록 안내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다중지능 측정이 진로교육에 효과적임이 보고되어왔다(안소연,

2010; Shearer & Mantzaris, 2001). 다중지능이론 기반 활동들을 통한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에 대

한 이해 향상은, 청소년들의 자기이해지능을 향상과도 연결된다. 자기이해지능이란 자신의 적성

과 흥미에 대해 알고, 수용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및 동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문용린, 2004) 진로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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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Gardner, 1999; Shearer, 1997). 이는 다중지능 기반 진로 프로그램에

서는 다중지능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모둠활동을 통한 긍정적 상호 피드백 등을 통해, 스스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능력과 동기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다중지능 기반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개인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고루 향상시

키는데 조력할 수 있다. 다중지능은 혼합된 능력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강점 지능을 기초로 약점 지능까지 발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문용린,

2004). 즉, 각자가 가진 강점지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활동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약점지능까

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자기효능감까지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과업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수준으로

(Bandura, 1997),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 영역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이

러한 변화는 자기이해의 증진과 결부되어 보다 구체적인 진로대안을 탐색하고 진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한다(안소연, 2010).

이와 같이 다중지능이론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조력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

적 틀로써 주목받음에 따라, 다중지능에 기초한 진로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창대 외, 2011). 개발된 프로그램마다 참가

자, 목표, 내용, 구조, 그리고 이론의 핵심개념 등이 상이하고 효과의 크기도 다르다. 그러나 각각

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서는, 해당 논문이 어떤 변인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김홍명

(2005)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초

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강방용, 2009; 김소영, 2013; 김주현 외, 2005; 민경애 외, 2011; 박은정, 2011; 서지연,

2011; 손중진, 2007; 안소연, 2010; 엄인기, 2012; 오현미, 2010; 이은선, 2011; 이정화, 2013; 이현림 

외, 2006; 전수진, 2009; 정연신, 2010; 조성희, 2011).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중지능 기

반 진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이며, 이는 진로

인식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김홍명, 2005), 그 외 학년에서 효과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다.

또한 프로그램의 회기 수나 회기 시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들의 회기 수는 적게는 3회, 많게

는 15회로 차이가 크게 나며(박은정, 2011; 이현림 외, 2006), 회기의 운영 시간 역시 24분인 프로

그램부터 2시간을 넘는 프로그램도 있다(민경애 외, 2011; 박은정, 2011). 회기 시간이나 회기 수

를 막론하고, 다중지능 기반 진로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대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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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강방용, 2009; 김소영, 2013; 김주현 외, 2005; 민경애 외, 2011; 박은정, 2011; 서지연, 2011;

손중진, 2007; 안소연, 2010; 엄인기, 2012; 오현미, 2010; 이은선, 2011; 이정화, 2013; 이현림 외,

2006; 전수진, 2009; 정연신, 2010; 조성희, 2011). 즉,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없이는,

다중지능에 기반한 진로 프로그램의 평균적인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의 변인에 대한 체계적 비교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중지능 기반 진로 프로그램이 이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프로그램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 중 하나로, 메타분

석으로 도출된 결과는 선행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개선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 진로 프로그램 일반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효과 크기가 

중간 이상이지만, 대상의 성별, 회기 수, 회기의 시간, 집단의 크기, 프로그램 실시 장소, 멀티미

디어 장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효과 크기의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은미,

임찬오, 2003; 이경옥, 여태철, 2012, 조중현, 김진숙, 2014). 하지만 다중지능에 기반한 프로그램

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아직 국내에서 진행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메타분석 방법을 활

용하여 다중지능 기반 진로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확인하고 2수준 모형 분석을 통하

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전체평균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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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대상 논문 선정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는 우선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학

술지와 학위 논문을 수집하는 절차를 밟았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으로 하

였으며, 자료는 한국학술정보원(http://www.riss.kr), 국립중앙전자도서관(http://www.nl.go.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http://lib.snu.ac.kr)을 활용하였다. 논문 수집 시 키워드는 ‘다중지능’, ‘지

능’, ‘진로’, ‘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수집된 연구 논문 중,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최종 분석에 포함될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1) 다중지능 이론에 기반한 

진로프로그램이 처치 적용한 연구이다. 2) 통제된 실험연구 혹은 준 실험 연구로서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이 존재하여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한 연구이다. 3) 각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등 효과 크기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총 18편의 최종 분석 대상 논문

을 선정하였고, 대상 논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전체 평균 효과 크기를 알아볼 뿐 아니라,

그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연구들

의 효과크기를 도출한 뒤 이를 다층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효과크기는 평균차 효과크기인  

cohen’s d 값을 사용하였다. 다층메타분석은 크게 고정효과 모형과 무선효과 모형으로 나뉘는데 

무선효과 모형은 산출된 효과크기가 모든 개별 연구에서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 가정

을 가진다는 점과, 표집오차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선효과 모형에서 산출된 효과 크기가 전체 

모집단의 효과 크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여승수, 홍성두, 2011). 또한, 메

타분석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산출될 효과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한 후 산출된 효

과크기만이 정확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변인 통제에 문제가 있어 

개별 예측변인 효과를 정확하지 않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층모형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에 따라 효과크기가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검증하고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선 효과 모형을 적용

한 다층메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1수준과 2수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통

계 프로그램으로 HLM 6.0 interactive mode를 사용하였다. Raudenbush & Bryk(2002)에 따르

면, 다층메타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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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모형은 식  과 같다. 아래의 식에서 는 번째 연구의 참 효과크기(true-effect size)

를, 그리고 는 이러한 참 효과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한다. 는 표집오차로서 평균이 0이

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2수준 모형에서는 개별 연구들에서 산출된 효과크기 값이 일정한 수치를 가지는지 검증한다.

이후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다를 경우,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

증하게 된다. 2수준 모형의 식은   와 같다. 아래의 식에서 는 참 효과크기들의 전체 

평균(grand mean)이며, 는 2수준 무선오차로 평균과 분산이 각각 0과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2수준 기본모형에서 무선오차의 분산 가 0이 아니라면, 이는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런 경우 효과크기의 차이에 영향을 가져오는 변인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식  과 같다. 아래의 식에서 는 

효과크기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이다.

   


  

Ⅲ. 연구 결과

1. 다중지능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의 전체평균 효과크기

분석 대상 연구물의 각 변인에 따른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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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예측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값 

명목 변인     연구 수 비율(%)   

학령

  초등 12 66.67

  중등 4 22.22

  고등 2 11.11

연속 변인 평균 표준편차

회기 당 시간(분) 48.89 14.30

총 회기 수 11.22 2.84

다중지능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효과 크기에 대한 2수준 다층 모형 분석을 위해 먼저 기본

모형 (unconditional model)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630로 나타났으며 이는 Cohen(1977)이 제시한 해석기준(작은 효과 크기 ≤ 

.20, 중간 효과크기 = .50, 큰 효과크기≥.80)에 의하면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에 속한다. 또한 무

선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 0에 대한 검증 통계량 수치가 매우 유의하므로(p

< .001), 개별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 값들이 동질성을 띄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크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모형

(conditional model)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청소년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본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한계 하한계

    .630 .052 15.892*** 0.73296 0.52704

무선효과        분산 

 .147 282.320***

***p < .001;   = 효과크기 전체 평균,  = 2수준 무선오차(random error). 

2. 다중지능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 크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을 투입하여 이러한 효과 

크기의 무선오차가 어디에서 오는지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을 통해 살펴보았다. 초기 연

구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은 ‘프로그램 실시 대상’, ‘회기 수’, ‘회기 당 시간(분)’, ‘교과/비교과’,

‘구조화/비구조화’이었으나 분석 대상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비교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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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고, 진행 형식이 모두 비구조화이었기에 이 두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시 대상

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시 중학생을 참조변인으로 하여 코딩하

였다. 회기 수와 회기 당 시간은 연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3>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청소년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한계 하한계 

    .305 .310  .982 0.91880 -0.30880

 -.292 .121 -2.405* -0.05242 -0.53158

  .248 .181 1.373 0.60638 -0.11038

 -.000 .003 -.118 0.00594 -0.00594

  .057 .018   3.221** 0.09264 0.02136

무선효과        분산 

 .101 236.224***

*p < .05, **p < .01, ***p < .001 ;   =  , 이 0 일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효과크기의 차이,   =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효과크기 차이,   = 회기 당 시간(분)에 따른 효과 크기 차이, 

  = 회기 수에 따른 효과 크기 차이,   = 예측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지지 않은 잔여 효과크기(residual 

effect size).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효과크기에 대한 예측변인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 프

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 -.292, SE = .121, p < .05). 또한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에게 실시했을 때 그 효과크기가 조금 더 큰 경향성이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 .248, SE =.181, p = .174). 이를 통해 다중지능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은 학년이 높을수록 효과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수도 효과크기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회기 수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도 커지

는 것으로 드러났다( = .057, SE = .018, p < .01). 그러나 회기 당 시간은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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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학위논문 및 국내학술지 논문 18편을 대상으로 다층메타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630으로 추정되었다. Cohen(1977)이 

제안한 효과 크기(Effect size)의 해석 기준(작은 효과크기≤.20, 중간 효과크기=.50, 큰 효과크기

≥.80)을 통하여 확인할 때에 다중지능 프로그램은 진로 관련 영역에서 중간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효과크기는 기존 전통적 메타분석 방법으로 수행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옥, 여태철

(2012)의 연구에서는 0.899,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중현 등(2014)의 연구에서는 0.994, 초등학생

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소정(2004)의 연구에서는 1.04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여준다. 이러

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의 차이의 이유는 우선, 다중지능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전체 진로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차이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통적 메타분석의 방법적 측면에서 비

롯되는 효과크기의 차이일 수 있다. 기존 전통적 메타분석의 방법에서는 효과크기를 구하는 방

법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치는 각각의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여승수, 홍성두, 2011). 가령, A라는 진로 프로그램이 B라는 진로프로그램보다 효과

크기가 높게 나왔다면 실제로 이 효과크기는 A 진로 프로그램이 B 진로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높아서가 아니라 A 프로그램은 진로선택의 문제가 임박한 상황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회기수가 10회기이고, B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회기수가 2회기만 진행되

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효과크기의 원인이 프로그램 효과성의 차이 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시행 

대상과 회기수라는 공변인에 의한 효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기존 전통적 방법의 

메타연구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크기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메타분석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효과크기를 산출하고자 2수준 다층모형을 기반으로 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1수준 분석의 결

과로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각 연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고자 예측변인을 2수준 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예측변인들 중, 프로그램 실시 대상과 회기수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 프로그램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초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92, SE=.171, *p < .05),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248, SE =.181,

p = .174),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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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시라는 임박한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다

른 학년급에 비해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학생의 경우 진로발달단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탐색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중학교 이전 시기와는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서울특별시 교육청, 2013) 이러한 발달적 측면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프로그램이 유의하게 큰 효과크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달적 측면 외에도 중학

교 시기는 자신이 선택할 직업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진학 계열 선택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진로

관련 결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조중현 외, 2014) 적극적인 진로개입의 필요성이 시사

된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집중학년제를 2016년부

터 시행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 시기에 시작되는 초기 진로의식 발달은 자기 탐색을 통

한 자기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단일 영역에서의 지능 측정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능 및 강점의 발달에 대해 논의한 Gardner(1983)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자신의 강점이 발현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강조하였고, 이를 기반으

로 한 진로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집중학년제의 시행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진로 관련 다중지능 프로그램의 회기수가 많은 경우 그 효과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057, SE = .018, p < .01). 이러한 결과는 추후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서 

회기수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하는데, 기존의 수행된 메타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조중현 등(2014)

의 연구에서는 4-9회기, 임은미(2003)은 6-10회기, 이경옥과 여태철(2012)은 11-14회기, 배소정

(2004)는 15-19회기가 가장 큰 효과크기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는 최적의 효과를 내는 회기수의 시점을 알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다중지능 프로그

램의 회기수는 3-16회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효과를 내는 충분한 수의 회기수가 어느 시점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구체화 하여,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은 이루어졌지만(배소정,

2004; 이경옥, 여태철, 2012; 임은미, 2003; 조중현 외, 2014),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중지능 이론 기반 진로 프로그

램의 전체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증거기반 프로그램 실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중지능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진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틀로서 다중지능 이론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다른 메타연구에서는 특정한 이론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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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근거한 것이 아닌 다양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가령, 진로지

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임찬오, 2003), 국내 집단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

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임은미, 2003), 진로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배

소정, 2004), 초등학생 대상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이경옥, 2012) 등은 특정

의 이론적인 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것이 아닌 일반적인 진로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메타분석이었다. Sussman(2001)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로 이

론적 근거를 가지고 개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변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 진로프로그램 메타연구에서는 어떠한 이론적 접근방식이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알

기 어려웠다. 학교나 상담현장에서 진로 집단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분명

히 효과적인 접근방식과 비효과적인 접근방식이 존재할 것이고, 연구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도

출된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진로 다중지능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설명을 제공하는데 있어 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많은 다중지능이론들은 유아동기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오고 있다(장영

숙, 2002). 실제로 기존의 자아존중감과 다중지능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연구(김동일 

외, 2014a), 학습과 다중지능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연구(김동일 외, 2014c) 등에서는 유

아동기의 다중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등 다른 발달시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를 변인으로 했을 때 중고등학교에

서 다중지능 적용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다중지능이론 기반 프로

그램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진로프로그램의 경우 중고생에게 있어 효과가 높은 이유로 

이들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로탐색을 시작하고 진로 선택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시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고등학교 

시기는 대학 전공 선택을 앞둔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김소

영, 2013)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중지능이 제안하는 성찰을 통

한 자신의 이해,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를 통한 진로의 탐색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초등학생과 같은 저 연령의 경우 효과크기에 포함되는 진로성숙도

의 하위요인인 계획성, 타협성, 결정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김홍명, 2005)이 발달적으로 시기상

조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변인을 중심으로 한 다중지능기반 프로그램이 유아

동 및 저 연령층에 높은 효과크기를 보여주었다면, 진로의 경우 구체적인 진로탐색의 시작, 입시 

및 전공 선택이라는 발달적 과업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에 있어 다중지능기반 이론의 적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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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연구 분석에 활용된 논문이 전체 18편 중 15편이 학위논문으로 

연구의 엄밀성에 있어 미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미 출간된 연구들을 대상으

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출간된 연구들은 실제 이루어진 모든 연

구들을 대표하지 못하며, 출간되지 않은 연구에 비해 효과가 큰 경향이 있다(오성삼,2002). 본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물 선정의 전제 조건으로 잘 통제된 실험연구 혹은 준 실험 

연구로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존재하여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한 연구, 효과크기 산출에 각 집

단의 평균, 표준편차 등이 기입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였으나 학회지 게재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

수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학위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향후 잘 

통제되고 기본적 통계 정보까지 자세하게 제시된 연구가 학회지에 많이 출간된다면 효과크기를 

재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접근방향을 구체화 한 것에는 의의를 가지지만,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일 외(2014a)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향상 다중지능 기반 프로

그램의 과정원리로 소그룹 운영을 통한 개인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진행방식, 촉진 

및 중재자로서의 운영자 역할의 강화, 강점지능 뿐만 아닌 약점지능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인 방법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다중지능이론을 기반 

진로프로그램 각 연구들에서 이러한 과정적 원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과정적 특성을 

종합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일부 제시된 과정원리를 <부록>의 내

용을 참고로 종합해보면 효과크기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

기이해 및 직업세계의 탐구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다중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프로그램의 과정적 원리에 대한 엄밀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분석의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우선,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통계적 파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총 18개 종속변인에 대하여 사전검사 결과를 포함하지 못하고, 사후검사 결과인 평균(M), 표준

편차(SD), 사례수(N)만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다층메

타분석의 측면에 있어서 연구 내 다수의 효과크기를 제공할 경우 3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여승수, 홍성두, 2011) 본 연구에서는 2수준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3수준을 고려할 수도 있었

으나 2수준을 사용한 근거는 첫째 원칙적으로 3수준이 아닌 다변량 분석이 적절하지만 변인들 

간 상관을 모르고 일정한 종속변인 측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변량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사용

하기 쉽지 않으므로 다변량 분석이 적합지 않았다. 둘째, Lipsey & Wilson(2001)에 의하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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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 연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효과크기들 간의 종속적인 정도는 상당히 작은 경향이 

있으므로 3수준으로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셋째, 무엇보다 한 연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효과크기들 수가 3수준을 사용할 만큼 많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많은 연구가 축척된다면 3수준의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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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ultiple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on Career

Development: Multilevel Meta-analysis*
1)

Kim, Dong il**

Lee, Yunhee***

Jeon, HoJeong****

Lee, Ye-seul*****

This study gathered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multiple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on career development in Kore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verage effect size as well as the

predicti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effect sizes. For this, a multilevel meta-analysis was

conducted from 88 effect sizes of 18 studies. As a result, the average effect size of multiple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on career development appeared at .630, which means these

programs have a moderate effect. In addition, effects size turned out heterogeneously by study.

For finding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effect size, 2-level analysis was conducted. The effect

size was significantly larg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group than elementary students group.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 group and high school student group, effect size for high school students group were

larger. Thus, the effect of multiple intelligence programs on career development is getting larger

as program participant’s school year increase. And the number of sessions also identified as

a prediction factor that influence the effect sizes. Further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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