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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 수준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하위집단별로 진로결정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녀 대학생 33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기회 확신’ 집단, ‘안정’ 집단, ‘불안’ 

집단,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 등 총 4개의 하위집단이 형성되었다. 또한 각 하위집단별로 진로결정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안정’ 집단에서 진로결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에서 진로결정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진로

지지 외에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 등 개인의 내적 특성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하며, 이러한 

집단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이 다름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의 진로상담에서 어느 하위집단에 속하는지

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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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펙쌓기로 대변되는 취업준비행동은 직업을 찾는 구직행동과는 다른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작정 이루어질 수 있다(손은령, 손진희, 2005). 이러한 스펙

쌓기 열풍 속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장기적인 진로미결정 상

태에 있을 수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결정과 미결정 사이를 여러 번 넘나들

면서 점차적으로 진로결정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지만(임은미, 2011), 진로미결정은 다른 정

서적 문제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로상담에서 그 수준과 원인에 따라 개입 방안을 달리해야 

하는(이지원, 이기학, 2014)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에서는 이들의 진로결

정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진로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

만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고 이러한 변인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

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하위집단을 구별하고 차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하위집단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변인들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군집이 형성되는지를 

탐색하고, 이 집단별로 진로결정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속성을 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 또한 스스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기 전에는 진로미결정의 상태이고, 진로를 결정했다고 느끼는 상태는 진로결정 상태이지만 그

러한 진로결정에 대해서 편안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5; 이성심, 2006; Gati et al., 1996). 따라서 단순히 진로결정 여부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 결정

에 대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특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불안(김민정, 김봉환, 2007; 박정희, 이은희, 2008; 이보

현 등, 2013; 홍혜영, 안혜선, 2009), 스트레스(김영태, 2014), 완벽주의(홍혜영, 안혜선, 2009), 애

착(문승태, 김연희, 2003; 유지선, 2005), 우울(박정희, 이은희, 2008) 등 개인 내적 변인 외에 부모

와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 Guay et al., 2006)와 부모지지(장수현, 유성경, 2014) 등 환경적 변

인들이 탐색되어 왔다.

이 가운데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지지는 특히, 부모 진로지지로 개

념화되었는데, 이러한 부모 진로지지는 크게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

지, 경험적 지지 등을 포괄한다(이상희, 2009). 정보적 지지는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제공하여 주는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를 말하며, 대화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

를 나눔으로써 얻게 되는 지지를 가리킨다. 정서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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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해 주고 진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지지이며, 경제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학업이나 준

비 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지지는 부모 자신의 진로 

경험을 제공하는 지지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가치를 사회화시키고 진로 목표 설정과 진로 선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조명실, 최경숙, 2007; Lent, Brown, & Hackett, 2000), 진로성숙이나 진로결정 수

준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이주희, 문은미, 2011) 구체적으로 구직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장수현, 유성경, 2014). 이러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뿐 아니라 초기 성인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김지현 외, 2007; Turner & Lapan, 2002; Whiston & Keller, 2004),부

모 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수미, 2013).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유성경, 유정이, 2000) 진로 선택에서 부모의 수

용과 지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변인으로 애착은 꾸준하게 연구되어 

온 반면(김수임, 김창대, 2009; 문승태, 김연희, 2003; 서진희, 이제경, 2009; 이은경, 2001; 이지원,

이기학, 2014)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진로지지를 받고 

있을 경우 이들의 진로결정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실

제로 진로결정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Chope, 2001)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하여 지지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지지가 

대학생 시기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는데(송현심, 홍혜영, 2010; 이현주,

2010), 환경 변인으로서의 부모지지 외에 다양한 개인의 내적 특성들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는 만큼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내적 변인으로 불안은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주요 예측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이보현 

등, 2013; 이지원, 이기학, 2014; Campagna & Curtis, 2007). 최근에 진로상담에서 인지적 측면에

만 초점을 두어 온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정서(Tracy, 2007), 직관, 관계적 맥락(Hartung &

Blustein, 2002)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이지원, 이기학, 2014) 이러

한 불안을 진로상담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주는 정서적, 성격

적 요인들에 대한 분류에 따르면 크게 비관적 관점, 자기와 정체감 요인, 불안 등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불안 범주에 진로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의미하는 과정에 

대한 불안, 미래의 불확실함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 결과에 대한 불

안 등이 포함된다(Saka, Gati, & Kelly, 2008). 실제로 최근 진로 선택에서 불확실성에 대해 주목

하면서 불확실성에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김경욱, 2009; 이아라,

2014). 따라서 한 개인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는 진로

상담에서 불안에 대한 개입은 주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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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못하고 진로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Hawkins, Bradley, & White, 1977). 불안은 크게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구분하는데, 특성불

안은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일컬으며, 상태불안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불안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불안 수준이 조절될 수 있

다(Spielberger, 1972). 진로미결정과 관련해서는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지만, 특히 진로

미결정자들을 구분하는 데 특성불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홍혜영, 안혜선, 2009). 또한 특성불

안이 상태불안보다 진로미결정을 더 설명하였고(이지은, 이제경, 2015; Fuqua et al., 1988), 감정

적이고 성격적인 진로미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로미결정에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이보현 등, 2013; 이지원, 이기학, 2014). 이와 같이 진로결정 상황에서 특성불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개입에서 이들의 특성불

안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특성불안의 경우 개인의 고유한 성격적이고도 

안정적인 특성으로 단기적인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진로상담에서 효과적인 개입 방안

에 대한 탐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보다는 특성불안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개인 내적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최근 진로상담에서 우연, 행운, 기회 등이 주목받고 있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진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가리켜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s)이라고 한다.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한 역량 증

진이 중요한데, 계획된 우연 역량으로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 등이 제기되었

고(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Krumboltz & Levin, 2004), 이 5가지 역량을 하위요인으

로 하는 계획된 우연 척도가 개발 및 타당화되어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진로미결정에 대한 시각을 바꿀 것을 주장하였는데, 진로미

결정을 계획된 우연 역량으로 인한 개방성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Mitchell et al., 1999). 그러나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 계획된 우연 역량은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과도기

적인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였으나 그 크기는 매우 작았다(김아름, 2012). 또한 우연

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와도 유의미하지 않았다(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1). 반면, 계획된 우연 역량은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관여 정도인 진로관여도와는 유

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김보람, 2012). 계획된 우연 역량을 가질 경우 활발한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하는 진로관여도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킬 것

(이득연, 2004;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소 일관적이지 않

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진로미결정을 계획된 우연 역량으로 인한 개방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경험적인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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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

된 우연 역량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인들 각각의 특성만을 가지고 진로결정 수준을 

이해하기에는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한 개인의 행동에는 환경적 변인과 개인의 안

정적인 특성 외에도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획득한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유한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이들 개별 변인의 특성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을 파악하기보다는 내외적 

변인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을 유형화하고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환경 변인으로서 부모 진로지지와 개인의 고유한 내적 특성

으로서 특성불안, 그리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계획된 우연 역량 등의 조합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변인들의 조합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을 찾고, 이러한 집단별로 실제로 진로결정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진로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을 규명하고, 이러한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상담을 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Ⅱ.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의 조합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다양한 

하위군집이 존재하는가?

2.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에 따른 하위군집 간에 진로결정 수준

에서 차이가 있는가?

Ⅲ. 방  법

1. 연구 대상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

다. 수거된 371부 가운데 불성실 응답자 34명과 결측치를 제외한 총 33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127명(38%), 여학생 206명(62%)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57명(17%), 2학년 43명(13%), 3학년 146명(44%), 4학년 87명(2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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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부모 진로지지

부모 진로지지는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부 진로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진로지지는 

정보적 지지 4문항, 대화적 지지 4문항, 정서적 지지 4문항, 경제적 지지 4문항, 경험적 지지 4문

항 등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며 역산 문항은 없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부모님은 내 진로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고

민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신

다.’ ‘부모님은 나의 취업 및 진로 준비를 위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해 주신다.’ 등이다.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2) 특성불안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하고, 한덕웅, 이

창호, 탁진국(1993)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상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였다.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는데, 특성 불안은 과거, 현재, 미래

의 불안 경향성의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개인적 차이를 말한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등이다. 전체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α)는 .80이었다.

3) 계획된 우연 역량

계획된 우연 역량은 Kim(2014) 등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계획된 우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Krumboltz와 Levin(2004)이 제기한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한 척도로 호기심 5문항,

유연성 5문항, 인내성 5문항, 낙관성 5문항, 위험감수 5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로 응답하며 역산 문항은 없다. 점수가 높을수록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 제시하는 계획된 

우연 역량을 많이 활용함을 의미한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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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진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

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등이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수준은 Jones(1989)가 직업결정 척도를 수정하여 만든 척도로 진로결정의 정도를 측

정하는 결정성 차원 2문항, 진로결정 상태의 편안함을 측정하는 편안함 차원 2문항, 진로미결정

의 이유를 확인하는 이유 차원 24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결정 여부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는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로결정 여부를 

묻는 2문항과 현재의 진로결정 상태에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2문항 등 총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8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8점)’로 응답하며 역산 문항은 없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해 편안해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하고 싶은 직업 분야를 생각해 

둔 것이 있다.’ ‘나는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직종을 결정하였다.’ ‘나는 현재의 진로결정 상태를 매

우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장래의 진로 선택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등이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변인들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 조합에 따른 군집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위계적 군집방법인 Wards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 

및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각 군집의 중심점을 비위계적 군집방법인 

K-means방법의 초기 시작점으로 투입하여 그 중심점을 향해 각 사례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 방법을 많은 수의 사례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즉 사례 중 다른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되는 정도가 큰 사례가 군집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 간에 진로

결정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

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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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진로지지와 계획된 우연 역량(r=.28 p<.01), 부

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 수준(r=.23, p<.01), 계획된 우연 역량과 진로결정 수준(r=.34, p<.01)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부모 진로지지와 특성불안(r=-.28, p<.01), 특성불안과 계획된 우

연 역량(r=-.39, p<.01), 특성불안과 진로결정 수준(r=-.28, p<.01)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

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n=333)

  1  2  3  4  5  6  7  8  9

1 1 　 　 　 　 　 　

2 .58** 1 　 　 　 　 　

3 .24** .56** 1 　 　 　 　

4 .32** .31** .29** 1 　 　 　

5 .49** .52** .37** .39** 1 　 　

6 .72** .83** .68** .62** .77** 1 　 　 　

7 -.17** -.23** -.23** -.14** -.25** -.28** 1 　 　

8 .18** .29** .27** .10 .16** .28** -.39** 1 　

9 .26** .21** .18** .04 .16** .23** -.28** .34** 1

M 2.60 3.44 3.69 3.80 3.67 3.44 2.36 3.68 4.96

SD .95 1.05 .94 .92 1.01 .71 .52 .53 1.55

*p<.05, **p<.01, 1. 정보적 지지, 2. 대화적 지지, 3. 정서적 지지, 4. 경제적 지지, 5. 경험적 지지, 6. 부모 진로

지지 전체, 7. 특성불안, 8. 계획된 우연 역량, 9. 진로결정 수준

2. 군집분석 결과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을 군집변인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

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안된 3, 4, 5군집 형성안 중

에서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가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개념적으로도 잘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에 따라 4개

의 집단으로 구성됨을 시사한다. 이어서 각 군집에 해당하는 군집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

심점(speed points)으로 삼아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여자를 해당군집에 

최종 분류하였다. 군집 1은 79명(23.7%), 군집 2는 68명(20.4%), 군집 3은 122명(36.6%), 군집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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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명(19.2%)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최종군집별 중심점을 토대로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

집의 이름을 정하였다. 군집 1은 부모 진로지지와 특성불안은 평균보다 낮고, 계획된 우연 역량

은 평균보다 높은 ‘기회 확신’ 집단, 군집 2는 부모 진로지지와 계획된 우연 역량은 평균보다 

매우 높고 특성불안은 매우 낮은 ‘안정’ 집단, 군집 3은 부모 진로지지와 특성불안은 평균보다 

높으나 계획된 우연 역량은 낮은 ‘불안’ 집단, 군집 4는 부모 진로지지와 계획된 우연 역량은 

평균보다 매우 낮고 특성불안은 매우 높은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

인 결과는 표 2, 그림 1과 같다.

<표 2> 최종군집별 중심점

1군집(n=79) 2군집(n=68) 3군집(n=122) 4군집(n=64)

부모 진로지지 -.49 1.13 .48 -1.12

특성불안 -.41 -1.16 .42 1.15

계획된 우연 역량 .53 1.12 -.56 -1.08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 M=0, SD=1

[그림 1] 군집별 프로파일(표준점수)

다음으로 각 군집을 독립 변인으로, 진로결정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 결과 특성불안(F(3, 329)=.514,

p=.673)은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등분산의 조건을 충족시키어 scheffe로 사후검증을 살

펴보았다. 그러나 부모 진로지지(F(3, 329)=3.51, p=.016)와 계획된 우연 역량(F(3, 329)=3.16,

p=.025)은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등분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

다. 따라서 사후검증에서 Dunnett T3로 사후검증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에 

따른 부모 진로지지(F=227.06, p<.001)와 특성불안(F=50.75, p<.001), 계획된 우연 역량(F=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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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 진로지지는 2군집이 3군집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3군집은 1군집보다, 1군집은 4군집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성불안은 4군집이 3군집보다 유의

미하게 높았고, 3군집은 1군집보다, 1군집은 2군집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계획된 우연 역량은 

2군집이 1군집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1군집은 3군집보다, 3군집은 4군집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다.

<표3> 군집별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의 차이

구분

군집1

(기회 확신 

집단)

n=79

군집2

(안정 집단)

n=68

군집3

(불안 집단)

n=122

군집4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

n=64

F
(3,329)

사후

검증

M SD M SD M SD M SD

부모 

진로지지
3.04 .43 4.23 .37 3.75 .36 2.58 .50 227.06*** 4<1<3<2

특성불안 2.19 .40 1.92 .46 2.50 .41 2.77 .47 50.75*** 2<1<3<4

계획된

우연 역량
3.98 .29 4.27 .39 3.43 .34 3.18 .40 145.43*** 4<3<1<2

3. 집단 간 진로결정 수준 차이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 수준에 따라 구성된 4개의 군집들 사이에 진로결

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결

과 F(3, 329)=.341, p=.795로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등분산의 조건을 충족시키어 scheffe

로 사후검증을 살펴보았다. 군집 간 진로결정 수준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4.70, p<.001). 다음으로 어느 군집들 사이에 진로결정 수준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림 2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군집 2(안정 집단)

의 진로결정 수준이 가장 높았고, 군집 2는 군집 3보다, 군집 3은 군집 4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 한편, 군집1은 군집 4보다 진로결정 수준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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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군집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군집1

(기회 확신 

집단)

n=79

군집2

(안정 집단)

n=68

군집3

(불안 집단)

n=122

군집4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

n=64

F
(3,329)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진로결정 

수준
5.24 1.47 5.67 1.52 4.89 1.38 4.06 1.47 14.70*** 4<3<2

4<1

*p<.05, ***p<.001  

[그림 2] 군집 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표준점수)

Ⅴ.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변인들

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군집이 형성되는지를 탐색하고, 이 집단별로 진로결정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을 군집 변인으

로 설정, 이들 변인들의 조합에 따른 군집별 특성을 알아보고, 하위 군집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3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부모 진

로지지와 계획된 우연 역량, 계획된 우연 역량과 진로결정 수준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부

모 진로지지와 특성불안, 특성불안과 계획된 우연 역량, 특성불안과 진로결정 수준은 부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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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고(이주희, 문은미, 2011),

부모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결정에 자신감을 가졌던(이광자, 2004; O'Brien, 1996)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진로탐색 활동을 한다

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박지은, 2005; 송현심, 2010).

또한 최근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우연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데 본 연구 결과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계획된 우연 역량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진로와 관련된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우연 등을 긍정적으로 작

용하도록 하는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 등의 역량 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로부터의 지지는 불확실성을 견디며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데 

안전기지(secure base)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인

과관계는 알 수 없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된 우연 역량과 진로결정 수준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는데,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진로미결정을 계획된 우연 역량으로 인한 개방성으로 볼 것을 강

조한다(Mitchell et al., 1999). 또한 계획된 우연 역량과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

았던 경험적 연구와도(김아름, 2012)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 등의 역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편안함을 느낌

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대학생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로 전환을 시도하는 성

인 등 다른 성인 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 진로지지와 특성불안, 특성불안과 계획된 우연 역량, 특성불안과 진로결정 수준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에서 개인의 성격적 차원으로서 특성불안에 대

한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불황과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

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특성불안은 진로 발달과 관련하여 취약점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현 등(2013)의 연구에서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가운데 의존

적 진로의사결정 유형만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성격적 차원인 특성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기 진로상담에서는 특성불안보다는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등 매개변인 대한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불안 수준이 낮은 본 연구 결과는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특성불안이 진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부모의 진로지지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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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홍경희(2012) 연구에 

따르면 특성불안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심

리적 특성과 진로와 관련된 지지 모두 특성불안과 부적 관련성을 보인 만큼 특성불안에 대한 

개입에서 부모 관련 변인들을 평가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을 군집변인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분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집단 분류의 

정확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수의 사례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을 최소화한

다는 이점이 있어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 간 분류 일치도를 살

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분류의 일관성이 있었다(민여준, 2015). 하지만 집단 구분을 위한 예측 

변수 투입 능력이 높은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집을 살펴보면, 부모 진로지지와 특성불안은 평균보다 낮고, 계획된 우연 역량은 평균보다 

높은 ‘기회 확신’ 집단, 부모 진로지지와 계획된 우연 역량은 평균보다 매우 높고 특성불안은 

매우 낮은 ‘안정’ 집단, 부모 진로지지와 특성불안은 평균보다 높으나 계획된 우연 역량은 낮은 

‘불안 ’집단, 부모 진로지지와 계획된 우연 역량은 평균보다 매우 낮고 특성불안은 매우 높은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기회 확신’ 집단의 경우 부모로부터 지지 수준은 

낮지만 덜 불안해 하며 진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연을 진로 발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정’ 집단은 높은 부모 지지 속에 특성불안 수준까지 낮아 

불확실한 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유형임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 ’집단은 불안 수준

이 높고 계획된 우연 역량은 낮으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인 반면,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은 안전기지로서의 부모로부터 지지 수준이 낮고 불안 수준이 높아 진로 상황에

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가 대학생 시기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아(송현

심, 홍혜영, 2010; 이현주, 2010) 환경 변인으로서의 부모지지 외에 다양한 개인의 내적 특성들이 

함께 작용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환경적 변인 

외에 개인의 안정적인 내적 특성과 역량 등이 함께 작용하여 다양한 하위 유형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의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이 가운데 어떠

한 하위집단에 속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 집단 간에 진로결정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부모 진로지지와 계

획된 우연 역량은 평균보다 매우 높고 특성불안은 매우 낮은 ‘안정’ 집단이 진로결정 수준이 가

장 높았다. 반면, 부모 진로지지와 계획된 우연 역량은 평균보다 매우 낮고 특성불안은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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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이 진로결정 수준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

하여 높을 지지를 받고 특성불안은 낮은 반면 계획된 우연 역량 수준이 높을 경우 진로 결정 

수준이 높고, 이러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도 편안해 함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지지 

외에도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서 특성불안과 계획된 우연 역량 등의 내적 역량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편안함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성불안이 상태불안보다 

진로미결정을 더 설명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는데(이지은, 이제경, 2015; Fuqua et al., 1988),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특성불안을 가지고 있는 하위 유형에서 진로결정 수준이 가

장 낮음에 따라 특성불안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임이 검증되었

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의 진로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상담에서 부모 진로지지 외에 내적 

변인으로서 특성불안과 학습에 의한 계획된 우연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하위집단에 속하는지를 평가한 다음 각 집단별로 초점화해야 할 특성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 집단의 경우 진로에서의 우연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호기심, 유연성,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 등의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지할 데 없는 불안’ 집단의 경우 진로와 관련된 지지체계를 다양화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에서 우연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에서(이상희, 신상수,

2012)에서 대학생이 경험한 우연 요인으로 7개의 군집이 형성되었고, 이 군집을 분류하는 두 가

지 차원으로 긍정성과 부정성 차원, 사건과 사람 차원이 밝혀졌다. 대학생들이 우연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사건의 형태나 주변 사람을 통해 경험하

였던 만큼 우연적 경험을 진로를 선택하고 발견하여 가는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집분석이라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실제 대학생 집단에 있을 수 있는 자연발생적

인 하위집단을 찾고 이들 간의 진로결정 수준을 살펴보았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만큼 이들 변인들의 조합에 따른 또 다른 하위집단이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앞으로 더 다양한 집단을 찾아내고 진로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 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진로지지가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모 진로지지와 내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 검증 연

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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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uster of Parent's Career Supports, Trait Anxiety and

Planned Happenstance, and Thei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Level of Career Decision
1)

Jang, Jin-Yi*

Lee, Jee-Yon**

This study examined natural groupings of people in terms of parent's career supports, trait

anxiety and planned happenstance, and thei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level of career

decision. 400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and 333

were analyzed. The cluster of parent's career supports, trait anxiety and planned happenstance

divided students into such sub-groups as a planned happenstance with low level of parent

supports group, high level of planned happenstance with high level of parent supports group,

anxious and low level of planned happenstance with parent supports group, and very anxious

with very low level of parent supports group.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student’s level

of career decision among these groups. Particularily there were big differences between high

level of planned happenstance with high level of parent supports group and very anxious

with very low level of parent supports group. Post-hoc testing showed that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was highest in high level of planned happenstance with high level of parent supports

group. This results suggested that it's important to identify these groups and try to seek the

intervention to experdite undergraduate's career decision. Implication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and future research on career and vocation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s Career Supports, Trait Anxiety, Planned Happenstance, Level of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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