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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등학  학   진 사결  여  

   특  계

학 사학  문

울 학  학원, 2014

  

이 연구의 목 은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자녀 특성의 계를 구명하는 데에 있다.연구목 달성을 해 첫째,일반고등학

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명하 고,둘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구명하 으며,셋째,일반고등학교 학부

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구명하 다.마지막으로,일

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을 구분하고,부모 자녀 특성

과의 계를 구명하 다.

조사도구는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도구와 부모 특성 자녀

특성 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도구는 개입과 지지로 구성되는데 개입은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 사

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지지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지의 내용 도구를 바

탕으로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로 구분하여 도구를 구성하 으며 문가 검토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 다.부모 특성 자녀 특성 도구

는 기존 도구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편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비수도권,학년,성별을 고려해 총 840부를 배포하 고

801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 682부를 SPSS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자녀 진로의사결정에 어머니의 심리 지지

와 행동 지지가 아버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아버지의 참여가 과거에 비해 증가

하 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진로결정에 있어 어머니가 더 극 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둘째,부모의 특성에 따라서는 행동 지지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 으

며,개입과 심리 지지는 행동 지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셋째,자

녀 특성 성별에 따른 여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자녀의 수와 출생순 ,학업성 에 따라서는 여 히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에 지지

가 낮게 나타났고,자녀의 출생순 가 첫째인 경우와 학업성 이 상 권인 경우는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넷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심리 지지를 주로 하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많은 수의 일반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 진로결정에 심리 지지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다

섯째,부모의 심리 지지 행동 지지와 자녀의 진로결정이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 지지의 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다양한 부모(·학교,특성화고·특수목 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한부모 가정 등)를 상으로 한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연구가 필요하다.둘째,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뿐 아니라 부모가 직 응답한 자

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조사도 필요하다.셋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다양한 변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넷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

결정 여를 더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다섯째,유형을 도출하는 방법

인 측면에서 군집분석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여섯째,부모들에게 자

녀 진로의사결정 여가 요하다는 인식을 키워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일반고등학교,학부모,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부모 특성,자녀 특성,

부모기 ,진로결정

학번:2009-3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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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개인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진로와 련된 크고 작은 결정을 해나간다.

특히,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큰 결정 에 하나는 학진학과 련

된 진로결정이다.이를 해 청소년 시기에 본인의 성과 흥미,능력을 발견하고

련된 직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학과 공,나아가 학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진로 진학과 련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내 인 것과 함께 자신을 둘

러싼 환경의 향,즉 다양한 사회문화 맥락변인들에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선

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특히,자신을 둘러싼 환경 에서 가족의 향을 가장 많

이 받으며,그 에서도 부모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단과 결정에 가족의 향력이 많이 고려되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 청소

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가족,부모의 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 이다(김

지 외,2007;선혜연,김계 ,2007;손은령,김계 ,2002;유정이,황재원,박지아,

2009).

한,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가구당 자녀수 감소 상 때문에 부모가 자

녀의 교육에 더욱 여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즉,일반 으로 자녀의 수가 많

고,자녀의 출생간격이 짧으면 자녀에게 폭 인 심과 충분한 경제 지원이

힘들다(Powell,Steelman,1993)는 연구 결과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70년 4.53

명에서 2013년 1.30명으로 지속 인 감소(통계청,2013)하는 상황을 볼 때,자녀에

한 교육 진로에 한 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선행연구를 보면,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향후 생애 반에

향을 수 있는 진로결정 하나인 학진학에 요한 타인 에서 부모가 가장

많은 향을 주며(한상근 외,2001), 학에서의 진로계획 계열선택 등(Hossler,

Stage,1987)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자녀의 진로

결정에 부모가 큰 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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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모의 자녀 진로결정에 한 심이 날로 커지고,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진로 진학과 련되어 부모를 상으로

하는 정보제공과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과거에 진로 진학과 련되어

부모들은 담당교사와의 상담 는 학 형 학원의 입시설명회의 제한 정보

채 을 가졌으나,최근 들어 '나이스'학부모 서비스 등으로 부모들에게 자녀의 진

로/상담 자료와 자녀의 진학 진로 련 정보를 제공하며,2010년부터는 교육과

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학부모지원센터운 을 시작하여 진로

진학 련 설명회에 많은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이에 따라,2013년 교육부의 진

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도 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 를 해 학부모 진로교육 아

카데미 개최와 진로코치 양성 모든 학교에 학부모 진로코치단을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등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의 큰 축의 하나가 부모에 한 것으로 진

로교육에 있어서 부모 역할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교육부,2013).

자녀 진로에 있어 부모의 심과 향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

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의 경우,1990년 후반부터 가정교육수첩,노트

등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지도와 련된 내용(박효정, 주,정 희,1999)을 다룬

것으로 볼 때,우리나라보다 먼 진로교육에서의 부모역할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독일의 경우는 진로결정에 있어 교사의 권한이 커

서 등학교 4학년 이후 교사의 추천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

지만,최근 들어 주(州)별로 등학교에서 등학교로 자녀가 진학할 때 자녀진로

를 교사가 아닌 부모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부모의 향력이 커짐을 알 수 있

었다(한국교육개발원,2013).

이와 같이 자녀의 교육 반과 진로 진학에 미치는 부모의 향이 요한

동시에 차 커져가고 있지만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의 향과 련한

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애착과 같은 일반 인 부모 변인을 심으로

연구 되었으며(선혜연,김계 ,2007),진로에 직 으로 부모가 여하는 수

등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부모 변인들은 자녀의 다양한 발달 특

성에 향을 미치는 개념들로 청소년 진로발달에 한 반 인 통찰과 인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어린 시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

계에 한 정보만으로는 진로상담 등에 있어 구체 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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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을 가지고 있다(선혜연,2008).

한,2000년 후반에 들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개입하거나 지지하는 것

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 유형을 우리나라

상황을 반 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여하는 내용 지지를 심으로 연구된 것이 부분이었다.따라서,우리나라

의 상황을 고려한 도구의 사용과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행동을

종합 으로 반 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자녀 진로결정에 여하는 것에

해 조사하고 있으나,유정이(2009)는 학생,고등학생 모두 청소년 시기지만 그

들이 처한 발달 ,사회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그 에서 고등학생은 학

진학을 한 입시를 앞두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 다.이를 고려

해 보면, 학 입시를 비하는 고등학생 시기에 요한 진로결정을 하므로 이 시

기의 학생을 상으로 부모의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고등학생 에서도 이미 고등학교 입학단계에서 공에 한 진로

목표나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수목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의 부모보다,일반고등학교에서 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부모가 자녀 진로의사결정에서 여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이 연구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자녀 특성의 계를 구명하여 향후 부모 상 진로교육 련 연구를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

이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자녀 특성의 계를 구명하는 데에 있다.연구목 달성을 한 구체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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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구명한다.

셋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구명

한다.

넷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을 구분하고,부모

자녀 특성과의 계를 구명한다.

3.연구의 문제

연구목표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일반고등학교 학부모 성별에 따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3: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성하는 개

입과 지지(심리 ,행동 )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1:부모기 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경제 지 와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3:교육수 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4:직업유무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5:고용형태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

는 어떠한가?



5

연구문제 3-1:자녀의 성별과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2:자녀의 수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3:자녀의 출생순 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4:자녀의 학업성 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5: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자녀 진로결정과의 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4: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과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1: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2: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3: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

형의 계는 어떠한가?

4.용어의 정의

가.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진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안을 신 히 검토하고 진로선택

을 한 행동과정에 념하는 심리 과정(Harren,1979)을 말한다.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것에 해 자녀가 인식하는 것을 측정할

것인데,그 이유는 부모 본인이 응답하는 것보다 자녀가 응답하는 것이 보다 객

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인식하는 것보다 자녀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따라

서,이 연구에서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란,일반고등학교 학생이 진로를 결정

하기 해 정보를 조직하고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부모가 계하여

참여하는 방법과 수 에 한 자녀의 인식을 말하며,개입과 지지(심리 지지,

행동 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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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자녀에게 제안하거나 강

요하는 것을 말하며,구체 으로 부모가 원하는 공 직업과,좋아하지 않는

공 직업을 제안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지지 심리 지지는 자녀가 진로결정에 정 으로 임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

어주고 진로와 련된 고민에 한 의논 상 가 되어주는 것을 말한다.그리고,행

동 지지는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성과 흥미를 찾기 한 검사·교육·체험의

기회와 직업 학과에 한 정보,그리고 부모 본인 는 친인척들의 직업경험과

학업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와 같은 내용에 한 측정 도구로 개입은

Dietrich와 Kracke(2009)의 도구를,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는 선행연구의 련

도구를 종합하여 개발하고 문가검토를 통해 확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나.부모 특성

부모 특성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부모의 특성들로,이 연구에서는 부모기 ,교육수 ,경제 지 ,직업유무,고용형

태로 구성하 다.

다.자녀 특성

자녀 특성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자녀의 특성들로,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수,출생순 ,학업성 ,진로결정으로

구성하 다.

라.부모기

부모기 는 신체,인지,사회 발달 역에서 자녀가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에

해 자녀의 실 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성취,능력에 해 부모가

갖는 주 이며 미래지향 인 소망을 말한다(박은희,2003).이 연구에서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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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 직업에 해 부모가 갖는 주 이고 미래지향 인 소망을 말하며,측

정 도구는 선행연구의 김경아(2005)와 김 민(2012)에서 진로기 도구 직업기

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마.진로결정

진로결정은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결정 시기에 합리 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이성식,2007).이 연구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학 진학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해 합리 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하며,측정을

해 Osipow,Carney,Winter,Yanico&Koschier(1976)의 CDS(CareerDecision

Scale)검사 확신성 문항을 사용하 다.

5.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서 향후 연구에서 용할 때 유의해야 할 과 다루지 못한 부분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연구 상 측면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학부모 이외에 다른 상에게 용할

때에 유의해야 한다.이 연구는 자녀가 1,2학년 고등학생인 부모의 진로의사결정

여를 조사하 다.고등학교 시기는 진로결정과 입시가 당면과제인 시 이므로 다

른 학령기 보다 부모의 심과 여가 높아지는 시 이다.그리고,조사 시 이 2

학기 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은 수시모집을 통해 진학을 확정한 경우가 있어서

1,2학년을 연구의 상으로 삼았다.한편,고등학교 에서도 일반고등학교 이외

에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특성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진로목표가 결정되는 등 학생들의 진로특성이 다를 수 있

고,이에 따라 부모의 진로결정에 여하는 양상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다른 학령기의 부모,일반고등학교 이외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 학부모,수시 등으로

진로를 이미 확정지은 3학년 학생의 부모 등으로 연구의 결과를 확장시킬 때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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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어의 정의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부모가 직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

녀가 인식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해 조사하 다. 한,이 연구에

서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의 경우 양부모가정의 부모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의 역할 이상을 해내고,이에 따라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것도 양부모

가정의 아버지,어머니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연구의 상에서 제외하 다.

따라서,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 자녀가 인식한 응답이라서 부모가 직 응답

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한부모가정의 부모를 상으로

결과를 확장시킬 때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부모 자녀

특성을 주로 외 인 변인들만으로 구성하 다.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는

외 인 변인(경제 지 ,교육수 등)말고도 부모의 내 특성들도 련이 있겠지

만,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직 으로 련 있는 특성들

을 심으로 계를 조사하다보니 부모기 를 제외하고는 내 특성과 부모-자녀

계를 반 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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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향

가.맥락주의 에서의 진로의사결정

통 인 진로와 련된 이론들은 진로선택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독립

인 사고와 단을 요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수행

된 연구들은 외부에 향을 받지 않는 독립 ·자율 인 의사결정을 합리 이라

고 보는 반면,타인이 개입하는 경우는 수동 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간주하 다(선혜연,2008).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의 진로선택 의사

결정에 있어서 외부의 상황 즉,사회경제 상황이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친구,교

사 등 타인들의 향을 진로와 련된 이론에서 요한 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맥락주의 에서 진로이론은 Vondracek,Lerner,Shulenberg(1986)의 맥락 속

에서 발달하는 개인에 을 맞추는 계 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될 수 있

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Ford와 Learner(1992)의 발달 체계이론을 거쳐

Bluestein(1994),Bordin(1994)의 체계이론으로 발 하 다(선혜연,2008).

한,최근의 진로이론 에서 Lent,Brown,Hackett이 주창한 사회인지진로이

론(SocialCognitiveCareerTheory)에서는 맥락 요인에 해 다루고 있으며,특

히 Lent,Brown,Hackett(2000)에서는 배경 맥락 요인(background)과 선택행동

에 인 한 맥락 향(contextualinfluencesproximaltochoicebehavior)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배경 맥락 요인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해서 배

우거나 문화와 상호작용 할 때나 성 역할에 해 배울 때에 작용하는 요인을 말

하며,이와는 조 으로 선택행동에 인 한 맥락 향은 특정한 학문 혹은 진

로선택 시 에서 작용하는 환경 요인을 말한다(Sharf,2008).이것은 지지

(support)요인이 될 수도 있고,장애(barrier)요인이 될 수도 있다. 를 들어,진로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격려,도움 등은 지지요인이 될 수 있으며,그것을 방해하

는 부모의 반 나,열악한 경제 상황 등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맥락 으로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에는 부모를 포함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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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형제자매 포함),동료,교사 등이 있다.

특히,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 속한 국가는 서양에 비해 한 부모와

자녀의 계를 이루고 있으며,그 에서 우리나라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

로 동일시 여기거나 성취를 가족성취 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박 신,

김의철,2002)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Ma,

Yeh(2010)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이민자는 자신의

의 문화 가치를 자녀의 교육과 진로 등에 요하게 반 하고 부모가 자녀의 교

육과 진로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진로

결정에 있어 요한 타인 에 부모가 가장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근 외,2001).

나.부모의 향 련 이론

자녀의 직업선택 진로결정 등에 한 부모의 향과 련해서 진로발달 연

구자들은 ‘부모와 타인이 아이들의 직업결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와 ‘자녀 양

육 경험이 자녀의 직업선택과 의사결정방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질

문에 심을 가져왔다(Sharf,2008).그 시작은 Roe가 Freud의 정신분석과 유사하

게 아동기 발달에 부모가 미치는 향력의 요성에 을 두어 진로발달이론을

개발한 것이었으며,이후 애착이론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향

에 해 연구되고 있다.

1)Roe의 이론

Roe는 직업선택이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인 개인차에 기 한다고 가정하

는 이론을 발 시켰으며,특히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심리학 욕구

에 따라 직업선택을 상하는 데 을 맞추었다(Sharf,2008). 한,특정한 직

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온 방식에 따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려 했으며,이러한 이론 정립을 해 부모와 자녀의 계와 특정 직업군

이 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업분류체계를 개발하 다(Sharf,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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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의 경험은 가정환경에 의해 주로 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와의 계

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Roe는 부모 행동에 해 심을 기울 다.부모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 다.첫째,자녀에 한 정서 인 집 은 과보호

이거나 요구과잉으로 될 수 있다(정서집 형).둘째,자녀에 한 회피는 거부와

방임으로 표 된다(회피형).셋째,자녀에 한 수용은 무 심과 애정으로 나타난

다(수용형)(Roe&Lunneborg,1990).

첫째,정서집 형은 과보호형과 요구과잉형으로 구분이 되며,그 과보호형은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자녀에게 의존심을 키워주고,요구과잉형은 자녀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므로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무리

한 요구를 한다.둘째,회피형은 거부형과 방임형으로 구분이 되며,그 거부형

은 자녀에게 냉담하여 자녀가 선호하는 것이나 의견을 무시하고,부족한 면이나

부 합한 면을 지 하며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지 않는다.반면,방임

형은 자녀와 별로 하려고 하지 않으며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마지

막으로 수용형은 무 심형과 애정형으로 구분이 되며,그 무 심형은 자녀를

수용 으로 하지만 자녀의 욕구나 필요에 해 그리 민감하지 않고,자녀에게

어떤 것을 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한편,애정형은 온정 이고 심을 기울이

며,자녀의 요구에 응하고 독립심을 길러주며 벌을 주기보다는 이성과 애정으로

한다(정상모,2001).

한,Roe는 직업군의 선택은 부모-자녀의 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구구

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첫째,과보호형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사람

은 인간 지향 인 성격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능 계통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둘째,온정 이며 수용 인 분 기에서 성장한 사람도 역시 인간 지향 인 성격을

갖게 되지만 과보호형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일하고 하는 서비스 직종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셋째,부모의 사랑을 제 로 받지 못하고 거부 인 분

기에서 성장한 사람은 공격 이고 방어 인 성격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사람

과의 이 은 직업이나 과학 계통,연구 계통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Roe,

Siegelman,1964).

이러한 Roe의 연구는 자녀에게 부모가 미치는 향에 한 시도는 높이 평가되

나,아동기 기의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성인의 직업과 련된 결정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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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에 해 의문과 문제 을 지니고 있다.그리고,연구의 많은 부분이 성인

들에게 아동기의 기억을 묻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부모 간

의 자녀 양육방식에 한 차이 이나 시간에 따른 양육방식 변화가 가능한 을

다루지 않았다(Sharf,2006).이 후 연구 수행이 계속되었고,Osipow(1983)와 Roe

와 Lunneborg(1990)는 기 자녀 양육방식이 성인 이후 직업을 단하는데 증거

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제한된 분야에서 아동기의 기 경험과 직업이

련이 있다고 주장하 다.

이상과 같이 Roe의 이론은 자녀의 직업 진로결정에 부모가 향을 주는 것

에 한 이론 기 를 제공한 것에 있어서 의미가 크나,아동 기에 부모의

향만으로 설명하기엔 제한 이라는 한계가 있다.

2)애착이론

애착이론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는 인간의 경향성을 개념화

하고, 상 상과의 원치 않는 분리 혹은 애착 상의 상실이 발생했을 때 수반되

는 불안,분노,우울,정서 연(emotionaldetachment)과 같은 다양한 정서

고통과 성격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 하나이다(Bowlby,1977).‘애착’이라는 용어

는 어머니와 아간의 유 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하 는데(Bowlby,1969),이

때,애착은 안 한 경험을 제공하는 친 한 정서 유 계를 의미한다.그리고,

아와 어머니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를 통해 계속되는 애정

유 계로 정의되어지면서(윤미원,2004),진로결정 발달에 부모가 향을 미

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애착이론에서 부모와 자녀(아동)의 계를 안정 유형(Securepattern),불

안-양가 유형(Anxious-ambivalentpattern),회피 유형(Avoidentpattern)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첫째,안정 유형은 아동이 부모 등 돌 주는 사람에게

쉽게 반응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과 사물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유형이고,

둘째,불안-양가 유형은 돌 주는 사람이 지속 이지 않음을 경험한 아동이 불

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타인은 물론 자신의 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해 지는

것을 말한다.셋째,회피 유형은 아동이 돌 주는 성인에 의한 보살핌을 무시하거

나 거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아동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13

않게 된다고 하 다(Sharf,2008).

이러한 애착은 향후 진로와 직업에 향을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여섯 살까

지의 애착유형에 따라서 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타인과의 계를 탐색하는

것을 즐기고,주변의 사물과 동물,활동에 심이 많아져 직업세계에 한 폭넓은

심으로 인해 보다 정 인 진로선택을 하게 되는 견해가 있다(선혜연,2008).

한,부모와의 애착이 잘 이루어진 자녀는 인간 지향 인 성격이 형성되고 이것

이 직업선택에 반 되어 서비스직,비지니스직,단체직, 능직 등 인간 지향 분

야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그 지 못한 자녀들은 사람과의 이 이

루어 지지 않는 비인간 지향 인 옥외활동직,기술직,과학직 등을 선택하게 된다

는 주장도 있다(Roe&Lunneborg,1990).

다.자녀 진로에 한 우리나라 부모의 인식 행동

자녀 진로에 해 우리나라 부모의 인식 행동을 시 에 따라 살펴보기 해

1980년 에 수행된 배천웅,최상근,박인종(1986)의 연구,1990년 에 수행된 박효

정, 주,정 희(1999)의 연구와 2000년 수행된 이원재(2003)의 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면,배천웅,최상근,박인종

(1986)의 연구에서는 학생(자녀)의 희망을 요시하고,자녀 지도 시에도 조력형

(가능한 자녀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도와 )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효정, 주,정 희(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은 자

녀가 한다고 부분 응답하 으나 자녀가 부모의 희망과 다른 진로를 고집하면

어떻게 할지에 한 응답은 ‘ 으로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의견보다 ‘일단

설득해 보고 안 되면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는 의견이 높아 일방 으로 자녀에게

맡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자녀의 성,흥미 소질 악에 해 박효정, 주,정 희(1999)의 연구

에서는 ‘잘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가 응답이 약 80%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성 흥미를 잘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이원재(2003)의 연구

에서는 ‘확실히 안다’와 ‘체로 안다’가 95% 이상으로 부분의 부모들이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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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진로에 한 경험과 정보제공에 해 박효정, 주,정 희(1999)의 연구

는 진로지도를 해 정보 수집을 하는 방법으로 ‘주변에서 듣는 정보에 의존하거

나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정보 수집을

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 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소

수의 응답자는 자녀의 학업성 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재(2003)의 연구에서는 자료 정보제공이 자녀 진로지도 방법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2000년 이후 출산율 감소,가구당 평균 자녀의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자녀의 진로에 한 심이 더욱 증가하 으며,2010년 이후 부

모에게도 자녀의 정보에 한 근성을 높이기 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으며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자녀의 성 뿐 아니라 진로와 련

된 진로지도 상황이나 진학에 필요한 수상경력 등의 자료가 해당된다.

넷째,진로지도와 련된 부모교육 로그램 참여여부에 해 박효정, 주,정

희(1999)의 연구에서는 90% 이상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이 없어 참여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최근 들어서는 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를

상으로 진로교육 로그램,설명회 등을 운 하 으며,각 시도별로도 학부모

상 진로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 진로 코치제 운 등 부모가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자녀 학령기의 학생을 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

회도 증가하고 있다. 한,어머니에 비해 비교 자녀의 진로 교육 참여에 소

극 인 아버지도 과거에 비해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해선(2011)에 의하면,

아버지가 과거에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에서,2010년 의 재에는 구체 조력자로

서 교육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자녀의 진로,공부,사회문제,학교생활과 련된

화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우리나라에서 자녀 진로에 한 인식에 한 연구가 이

루어진 1980년 부터 재 2010년 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자녀의 진로에서 성

소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부모들은 이를 잘 악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진로결정도 자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요하게 반 해

야 한다고 부분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는

일단 설득해 본다는 의견이 많아 으로 자녀에게 결정을 맡기지는 않았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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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결정을 해서는 부모가 진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에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다수 다면, 재에

는 진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비율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진로에 있어서 부모의 요성이 부각되어

과거에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부모 상 진로교육 로그램도 크게 확 되고 있었다.

라.진로에서의 부모 향 련 선행연구

자녀 진로에 한 부모의 향에 한 선행연구를 (1)부모 애착,(2)부모 특성

부모의 자녀 련 변인,(3)경제 지 교육수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부모 애착

Scott과 Church(2001)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갈등 독립이 학생의 진로 몰입

에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elsman과 Blustein(1999)의 연구에서도 어머

니에 한 애착이 진로몰입에 정 으로 련이 있었으나,아버지의 경우에서는 진

로몰입과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O'Brien외(2000)연구에 의하면,부

모와의 애착이 여 생의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는 향 련 연구에서 아

버지에 한 애착이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직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어머니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문승태,김연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부모와의 애착 아버지의 애

착만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 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진로에 향을 다는 결과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반 로 O'Brien(1996)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상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분리변

인 모두가 진로선택의 합치성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모애착과 련된 연구는,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진로에 향을

미치는 연구(Blustein,Prezioso,Schultheiss,1995;Scott,Church,2001),아버지

는 어머니에 따라 애착과 자녀 진로와의 계가 차이가 있는 연구(문승태,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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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2003;Felsman,Blustein,1999,O'Brien외,2000),애착과 진로에 향이 없다

는 연구(O'Brien외,1996)로 구분될 수 있다.

2)부모 특성 부모-자녀 계 변인

부모 특성 부모-자녀 계 변인이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향은 ⑴부모의 특

성으로 성격 특성이 자녀에 진로에 미치는 향,부모-자녀 계 련변인으로 ⑵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향,⑶부모의 직업 가치 포부가 자녀

진로에 미치는 향,⑷부모와의 의사소통 태도가 자녀에 진로에 미치는 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부모의 특성으로 성격 특성이 자녀에 진로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Poulter(2006)에 연구에서는,아버지의 다섯 가지 특성인 성취추구(superahieving),

시한폭탄(time-bomb), 수동(passive), 부재(fatherless), 자비로운 멘토

(compassionatementor) 에서 자비로운 멘토 특성을 가진 아버지가 그 지 않

은 아버지에 비해 자녀들의 진로탐색과 선택,직업세계에서 인 계에 정

향을 다고 하 다. 한,과보호하거나 무 심한 부모에 비해 안정 이고 수용

인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 진로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sipow,1983).

그리고,Guerra,Rieker(1999)에 의하면, 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부모의 4가지 특

성인 독립(Independence), 과보호(Overprotection), 허용(Acceptance), 거

(Rejection) 에서 어머니의 허용 부족과 진로미결정이 련이 있었다고 하 다.

둘째,부모-자녀 계와의 련변인으로 지지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진

로 직업과 련된 변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Yeh(2010)

의 미국 내 국이민자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 련 부모의 지지

가 직업 ·교육 포부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oole외

(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 와 지지가 자녀의 직업 지 기 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Lent,Brown,Hackett(2000)의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 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 를 통해 그들의 흥미,진

로 련 목표 등에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한,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자기효

능감과 진로 련 자기효능감에 요한 향(Kush,Cochran,1993;Lapan 외,

1999;Lopez 외,1997)을 주며,Mexican American 여고생을 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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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whirter,Hackett,&Bandalos(1997)의 연구에 의하면,아버지의 지지가 자녀의

교육계획과 직업 기 (vocationalexpectations)와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rry,Fouad,&Smith(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격려(parentalencouragement)

가 진로 련 자기효능감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경

(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 에서 아버지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자아통

제,지 발달에 정 향을 미치며,어머니의 경우는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김순옥(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해 자신감을 갖게 되며,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

모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안미경(2011)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진

로결정효능감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성숙과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지지 언어 격려와 정 상 이,여학생은 도구 조력,진로

모델링,언어 격려,정서 지지 모두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모의 지지는 선행연구(Fisher,Griggs,1994;Trusty,Watts,Erdman,

1997)에서,가족의 기능(부모의 지지나 지도, 정 혹은 부정 환경 향,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스타일 등)이 가족의 구조(크기,출생순 ,부모의 수)나 부모의

교육이나 직업 지 보다 훨씬 더 많은 향을 다고 제시하고 있어 자녀 진로

에 매우 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부모의 직업 가치 포부가 자녀 진로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Dillard와 Campbell(198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 가치(parentalcareer

values)와 부모의 포부(parentalaspirations)가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선택 태도성

숙과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Mannheim,Seger(199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와 자녀간의 일에 한 가치가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아들보다는 딸에게

서 어머니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Whiston,Keller,2004재인용).

넷째,부모와의 의사소통 태도가 자녀에 진로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문승태(2010)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학생 자녀들의 진로의식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 효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간 효과가,어머니와의 의사소

통은 직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 다.심경보(2008)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에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한국교육고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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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신희경,김우 (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진로결정수 과 부모

와 자녀의 화시간,부모와 같이 진로결정에 한 정보 찾기 등이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Young외(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여러 가지 시도가 다양한 측면

에서 자녀들의 진로발달에 향을 다고 했는데,심리 변인들인 지지나 기 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높이는데 그 정도가 인구통계학 특성보다 크다고 하 으

며 진로발달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진로성숙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Silbereisen,Vondraek,Berg(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태도(parental

attitudes)가 독일 청소년의 기 직업선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부

모가 자녀가 어릴 에 학교(행사)에 참여를 많이 한 것은 직업 선택을 일 하

게하고,자녀가 직업선택을 늦게 하는 것은 부모의 높은 기 와 련 있었다.

O'Brien과 Fassinger(1993)의 고등학교 여학생 상으로 진로선택을 언하는

경로분석에서 어머니와의 계를 모형에 넣었을 때 모형의 합도가 증가하 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계는 직 으로 진로선택에 향을 주기보다는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부모 특성,부모-자녀 계 변인이 자녀의 진로에 향을 주는 것을 종합

해 보면,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진로 포부,효능감,결정

등 진로와 련된 다양한 변인이 자녀 진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직업 가치 포부는 진로선택,진로성숙,일에 한 가치,포부 등

에 향을 주고 있었으며,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태도는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진로의식 성숙,직업 진로결정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경제 지

부모의 경제 지 가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먼 ,

Morningstar(1997)의 장애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

등의 가족의 배경변인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향을 다고 나타났다.사회경제

지 와 련된 Galambos와 Silbereisen(1987)의 독일 청소년의 직업성공기 에

미치는 가족의 향에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입이 어드는 것이 부모의 비

생각에 향을 주고 이것은 자녀(딸)의 낮은 직업성공기 에 향을 다고



19

나타났다.Zhao,Lim&Theo(2012)의 싱가포르 경 학 공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불안정성(Paternaljobinsecurity)이 자녀가 지각한 진로

에 한 부모의 행동유형(career-specific)을 매개로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해 여학생들에 해서만 아버지의 직업불안정성이 진로자기효능감에 직

으로 부 인 향이 있었다.그리고,간 으로는 남학생들의 진로에 해 부

모의 행동 에서 여결핍(lackofengagement)을 매개한 것과 여학생들의 경우

에는 지지(support)를 매개한 결과만이 진로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회경제 지 에 따라 학 공 선택에 있어 인 부

분,즉 학비를 얼마만큼 요하게 인식하는지도 차이가 있었다.Ber,Galowish

(2002)의 연구에서는 학비가 학과 공 선택에 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비

율이 상류층은 75%, 간층 89%,하류층 97%로 사회경제 지 가 낮을수록 비

용 인 측면을 더 요하게 느끼고 있었다.한편,Mullis,Mu,llis,Gerwels(1998)

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수 (문직,숙련직,비숙련직 등)과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의 직업 흥미 간에 계가 있다고 나타났다.구체 으로 부모가 비숙련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자녀의 흥미유형 실 유형이 다른 부모의 직업수

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문직과 숙련직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비교

다양한 흥미를 보 고, 술 ,사회 , 습 유형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비숙련직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보다 일 많은 직업 옵션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승태,김연희(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외에 진로 비행동(박완성,2002;진미경,1999),진로태도성숙(서정선,2002)등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Rosenthal과 Hansen(1981)의 연구에서는 일하

는 어머니와 그 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 간에 직업 성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경제 지 가 자녀의 직업선

택 직업성공에 한 기 ,진로 련 자기효능감 결정수 뿐만 아니라,상

학교 서열이 높은 학교로의 진학과 공 선택에도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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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로에서의 부모 향 련 선행연구 종합

자녀 진로에 있어서의 부모의 향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애착의

경우 연구에 따라 자녀 진로에 향을 주는 경우와 그 지 않는 경우 모두 존재

하 으며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태도와 부모의 지지나 직업 가치 포부,의사

소통 태도에서는 부분의 경우 자녀의 진로와 련된 변인에 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특히,지지의 경우는 자녀의 직업 포부,직업지 기 ,진로결

정효능감,진로태도성숙 등 다양한 진로 련 변인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었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나 배경변인에 따라서도 역시 직업성공기 ,진로자기효능

감 등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변인들 간에 어떤 것이 더 자녀의 진

로에 요한 향을 주는지 직 으로 알 수는 없었으나,Whiston,Keller(2004)

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등 배경 변인보다 부모의 지지,기 ,태

도 등이 자녀의 진로에 향을 다고 제시하 다.

2.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

가.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1)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정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범 와, 련 용어의 분석을 통

해 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먼 ,Turner외

(2003)의 연구에서는 지지를 사용하 고,그 하 역으로 도구 조력(진로 련

정보제공 등),진로 련 모델링,언어 격려,정서 지지 등 심리 ,행동 으로

자녀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도구가 구성되었다.Keller,Whiston(2008)의 연구에서

는 부모진로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심리사회 지지,진로행동,복합

결심(complexlydetermineditem),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리사회 지지와 진

로행동은 Turner외(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리 ,행동 지지에 한 내용

이지만 나머지 두 개의 하 역에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한 개입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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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 련 행동을 지지와 개입,

여결핍으로 구성하 다.최 순(2011)의 부모 진로지도 행동척도에는 진로능력 지

도,진로태도 지도와,심리 행동 지지에 한 내용과 진로에 개입하는 항목

(부모주도 진로권유,자기주도 진로탐색 지도)이 포함되어 있다.Phillips외(2001)

와 선혜연(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여를 단하기 해 여(개입)수

에 따라 구성하 고,심리 지지,정보제공 등 지지와 련된 항목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하는 것

은 지지뿐만 아니라,부모의 의견이 얼마나 제시 혹은 강요하는지를 말하는 개입까

지를 포함된다.

선행연구 하 역 범 도출

Turner외(2003)
∙지지:도구 조력,진로 련 모델링,언어 격려,정서

지지

지지(정보제공 등의

행동 인 지지 공

감,격려 등의 심리

지지)와,

개입(직업, 공 등

을 결정할 때에 의견

제시)도출

Keller와

Whiston(2008)

∙지지:심리사회 지지,진로행동

∙개입:복합 결심 (complexlydetermineditem),

기타(nonloadingitems)

Dietrich와

Kracke(2009)
∙지지,개입:지지,개입, 여결핍

최 순(2011)

∙지지:네트워크연결,진로정보 탐색지도,진로 비지도,

학습지도, 문가 도움추구,심리 지지

∙개입:진로결정 장애극복지도,부모주도 진로권유

Phillps외(2001),

선혜연(2008)

∙지지:무조건 지지,정보제공

∙개입:소극 지지,무조건 지지,정보제공, 안제시,

어붙이기/자극하기,강요된 지도,비

<표 Ⅱ-1>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범 의 도출

한,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해 사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지지

(支持)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 의 주의ㆍ정책ㆍ의견 따 에 찬동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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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힘 ’(국립국어원,2013)이라는 뜻으로 부모의 지지는 자녀를 해 힘쓴다는

뜻이 되므로,앞서 도출해 낸 의미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한편,

행동(行動)의 정의는 철학 으로 같은 말인 행 (行爲)를 통해 살펴보면,‘분명한

목 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결심을 거쳐 의식 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

지 인 언행,윤리 인 단의 상’(국립국어원,2013)으로 해당 용어가 지닌 의

미가 범 함을 알 수 있다. 한,지도(指 )는 ‘어떤 목 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끎’(국립국어원,2013)이란 뜻으로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가르

치고 이끈다는 뜻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한편, 여(關 )는 ‘어떤 일에 계

하여 참여함’(국립국어원,2013)이란 의미로,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계

하여 참여한다는 의미로 활용하기에 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자녀 진로의

사결정 여를 선행연구에서의 활용한 용어들을 포 하는 개념으로 설정하 으며,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과 련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심리 정보 지지

등의 부모 지지와 자녀의 진로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개입을 포함한다.

구분 정의 용어도출

지지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 의 주의ㆍ정책ㆍ의견 따 에

찬동하여 이를 하여 힘 (국립국어원,2013)

여: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과 계하여

참여

행동(행 )

∙분명한 목 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결심을

거쳐 의식 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 인 언행,

윤리 인 단의 상이 됨(국립국어원,2013)

지도
∙어떤 목 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끎(국립국어원,

2013)

여 ∙어떤 일에 계하여 참여함(국립국어원,2013)

<표 Ⅱ-2>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과 련된 합한 용어 도출

2)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요성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진로교육의 학문 ,실천 으로도 요한 의

미를 지니는데,⑴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향력과 ⑵자녀 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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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여의 사회 ·상황 요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자녀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향력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의 향력은 어떠한 타인보다도 크게 작용한다.진

로결정에 있어 향을 타인들 에서 부모의 비 에 해 Kotrilik과 Harrison

(1989)은 고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선택에서 향을 미친 사람으로 어머니(69%),아

버지(59%),조부모,삼 등의 친척(45%),형제(38%)의 순으로 향을 다고 하

으며,Otto(2000)의 미국 부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에

한 심과 능력을 알게 해 사람으로 어머니(54%),아버지(13%),친구(11%)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한편,Paa와 Mcwhirter(2000)의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동료들의 진로기 보다 부모의 기 가 향이 높은 것으로,Poole외(1991)에서는

다른 배경 요인이나 사회 요인보다 부모의 기 가 자녀의 직업 지 기 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앞서 외국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의 향

이 크게 나타났다.한상근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고등학생이 학에 입학할

때에 희망학과(혹은 계열)선택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 사람으로 본인 자신

(76%)이라 인식하 다.반면에 타인 에서는 부모님(12.1%)이 가장 향을 미친

사람으로 인식하 으며,그 다음으로 친구 선배(3.5%),형제 친척(3.1%),학

교 선생님(2.3%)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리고,이를 공별로 살펴보면,부모님의

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체능(17.6%),이과반(13.0%),문과반(10.9%)의 순으로

나타나 고 학생들의 경우에 조기의 성과 소질을 악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향이 다른 계열의 학생들에 비해 높게 개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한상근 외,2001). 한,박찬열(2009)의 연구에서도 학과를 선택할 때에 본인

(49.2%)의 향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본인 외에 가장 향을 사람으

로 부모님(21.1%),친구나 선배(11.9%),고등학교 교사(8.5%)의 순으로 나타나

향을 타인으로 인식하는 상 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진로결정에 부모의 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부모 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향이 큰 것

으로 자녀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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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사회 ·상황 요성

최근에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사회 으로 요시되면서,부모는 자

녀의 교육 진로에 있어 요한 상이 되고 있다.일례로 2006년부터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 부모에게 학교성 생활과 함께 진로/상담 자료도 공개하고 있

으며,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국학부모교육지원센

터가 설립되어 부모들을 상으로 자녀의 교육 진로에 한 로그램을 제공

하고,부모를 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여는 등 자녀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부모를 상으로 토크콘서트를 열어 부모들의

심이 높은 6개의 주제에 해 모니터링을 진행하 는데,그 주요 주제 에 하

나가 진로 직업교육이었다.2013년에는 발간된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잡이’는

4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서를 발간하 다.그 에는 진로교육정보,입학

사정 제 등 진로 진학과 련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한편,시·도 교육청별

로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진로교육 연수 로그램)’를 상시운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자녀교육 진로결정에 한 여 증가에 따라 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부모를 교육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한 정보제공 의견수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⑴부모의 유형,⑵도구

하 요인,⑶진학 교육지원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부모의 유형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하여 일정 기 을 가지고 유형을 구분한

연구로 Phillips의 발달- 계 모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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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s외(2001,2002)의 연구에서는 발달- 계 모델을 제시하 는데 부모뿐

만 아니라 형제,친척,친구,교사 등 개인에 있어서 요한 타인들이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이 모델은 다양한 인간 계 유형을 이해

하는 것이 진로선택과정에 요하다는 생각을 기 하에(선혜연,2008),타인이 개

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참여하는 7가지 방식이 있음을 밝히고,타인의 여가 높음

에서 낮음까지 단계별로 제시하 다.Phillips외(2001)와 Sharf(2008)가 제시한 참

여정도에 따른 타인의 행동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높음 ∙비 (criticism)

타인의

참여

행동

∙강압 인 지도(forcedguidance)

∙ 어붙이기/자극하기(push/nudge)
∙ 안 제시(alternativesprovided)

∙정보 제공(informationprovided)

∙무조건 인 지지(unconditionalsupport)
낮음 ∙비활동 인 지지(nonactivesupport)

[그림 Ⅱ-1]참여정도에 따른 타인의 행동 범주(Philllipsetal.,2002)
자료:Sharf,R.S.(2008).진로발달이론을 용한 진로상담(이재창 외 공역).서울:

아카데미 스.(원서출 2006),p.343.

먼 ,가장 낮은 단계인 비활동 인 지지(nonactivesupport)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지 않는 것으로,의사결정자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는다.이는 친 한

계인 부모,형제임에도 개인의 진로에 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둘째,같은

지지이지만 비활동 인 지지와는 다르게 무조건 인 지지(unconditionalsupport)

는 의사결정자를 극 으로 지지함으로써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잘하 다고 안심

시키거나 본인이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셋째,정보제공(information

provided)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보다 높은 수 의 참여

인 안은 포함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다.넷째,

안 제시(alternativesprovided)는 앞 단계의 정보제공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

업에 한 정보제공부터 더 나아가 직장소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좀 더 극

으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다섯째, 어붙이기/자극하기

(push/nudge)는 앞 단계와 다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특정 선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의사결정자의 에서 제안한다.의사결정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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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움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강압 인 지도(forcedguidance)는 앞 단계와 다르게 의사결정자의 흥미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제안이나 안내를 하는 것으로,타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선이라고 말한다. 를 들어,어머니가 학비 때문에 거주

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니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마지막으로,가장 높은

참여수 은 비 (criticism)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함과 동시에 개인을 비

하는 것을 말하며,이러한 방식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부정 정서를 느

끼게 된다. 를 들면,‘아버지는 내가 수학도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공학계열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신다’와 같은 것을 비 이라 할 수 있다(Sharf,2008).

수 내용

1.비활동 인 지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지 않는 것으로 지지 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의사결정자에게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음

2.무조건 인 지지
∙의사결정자를 극 으로 지지함으로써 의사결정자가 잘 결정하고

있다고 안심시키거나 결정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

3.정보제공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보다 높은 수 의 참여인

안은 포함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해 제공

4. 안제시

∙정보제공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에 한 정보제공부터 더

나아가 직장소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좀 더 극 으로 개인의 진

로의사결정에 참여

5. 어붙이기/자극하기 ∙타인이 의사결정자에게 무엇이 옳은지 자신의 에서 제안

6.강압 인 지도 ∙의사결정자의 흥미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제안이나 안내

7.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함과 동시에 개인을 비 하는 것을 말하

는데 이러한 방식에 해 진로의사결정 할 때에 부정 정서를 느끼

게 됨

<표 Ⅱ-3>Phillips외(2001)의 발달- 계 모델의 내용

Phillips외(2001)의 발달- 계 모델을 활용한 선혜연(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

년기에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모가 어떻게 여하는지를 다루었다.부모의 여

방식은 Phillips외(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개인의 진로의

사결정에 여하는 7가지 방식(①비활동 인 지지,②무조건 인 지지,③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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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④ 안 제시,⑤ 어붙이기/자극하기,⑥강압 인 지도,⑦비 )을 각각 ①신뢰

와 임,②격려와 지지,③정보제공 후 단 임,④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⑤정보에 기 한 추천,⑥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⑦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으로 수정 재명명한 후 조사하 다.

한,부모의 여방식과 부모의 성별,학력,직업유무 등과 같은 부모의 특성별

여방식의 차이,자녀의 성별 혹은 출생순 와 같은 자녀의 특성별 여방식에

한 차이를 조사하 다.이를 통한 결과로,부모의 여방식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력별로 여방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격려와 지지방식을 사용

하고,학력이 높을수록 정보에 기 한 추천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리고,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정보에 기 한 추천을,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격려와 지지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성별에 따

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아버지의 경우에 신뢰와 임,격

려와 지지,정보제공 후 단 임의 빈도가 높았고,어머니의 경우에는 정보에

기 한 추천,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이 높게 나타났다.

선혜연(2008)의 연구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방식과 련된

내용을 국내에 도입한 것에 해 의미가 있으나 외국의 여방식을 차용하여 우

리나라만의 독특한 여방식을 반 하지 못했으며 조사에 있어서도 각 여방식

을 기술하는 문장과 문항수가 어 여방식에 해 충분한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었다(선혜연,2008).

2)도구 하 요인

진로와 련된 부모행동에 해 가장 많이 연구된 역이 도구와 련된 것이

다.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진로지지,진로행동,진로지도행동 등으로 명명된 도

구들이 개발 활용되고 있었으며,2000년 반부터 련된 도구가 개발되기 시

작하여 2000년 후반 들어서는 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 에서

는 련 도구와 질 연구를 통해 구명된 자녀의 진로와 련된 행동의 하 요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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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Turner외(2003)의 부모지지척도(Career-relatedparentssupportscale)

Turner외(2003)의 연구에서는 Bandura의 4가지 자기효능감의 기 원천에 따라

진로와 련된 부모지지척도(career-relatedparentssupportscale)를 개발하 다.척

도는 ⑴도구 조력(instrumentalassistance),⑵진로 련 모델링(career-related

modeling), ⑶언어 격려(verbal encouragement), ⑷정서 지지(emotional

support)를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학교 학생,상담가,패 조사를 통해 도

구의 안이 개발되었으며,조사도구의 검증 상은 도시 내 낮은 사회경제 수

을 보이는 지역의 청소년(7,8학년)을 상으로 하 다.

김수리,이재창(2005)의 연구는 Turner(2003)의 연구를 활용하여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고,부모의 지지 하 요인 4개(도구 조력,진로 모델링,언어 격려,정서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 비행동과의 계를 연구하 다.먼 ,자

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 하 요인별 평균 수는 언어 격려,진로 모델링,

도구 조력,정서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리고,상 계 분석 결과,부모

의 지지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특히,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으로 남학생은 진로 모델링이 문제해결 효능감과 상 계가 있었고 여학생의 경

우에는 도구 조력,언어 격려,정서 지지와 상 계가 나타났다.진로 비

행동의 경우에도 상 계가 있었는데,남학생의 경우에 하 요인에서 도구 조

력,정서 지지와,여학생은 도구 조력,진로모델링,언어 격려,정서 지지

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취업 후 사용할 기술 등에 해 부모가 가르쳐 주거나 지지하는 문

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분이 학진학을 하는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상황에 용시키기에는 어색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언어 격

려와 정서 지지에 포함 계가 불분명한 문항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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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도구 조력

(instrumental

assistance)

∙부모님은 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장래 직장에서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도

움이 될 수 있을지에 해 이야기해 주신다.

∙부모님은 숙제할 때 도움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신다.

∙부모님은 훗날 내가 직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취업해서 활용할만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

∙부모님은 내가 장래 희망 직업과 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외활동을

하게끔 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지를 갖게끔 도와주신다.

진로 련 모델링

(career-related

modeling)

∙부모님은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시는지 이야기 해주신다.

∙부모님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이야기 해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의 직장에 데리고 가신 이 있다.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의 직장동료와 만나게 하신 이 있다.

∙부모님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나에게 보여주신다.

∙부모님의 직업에 해 이야기해 주신다.

∙내게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여 주신 이 있다.

언어 격려

(verbal

encouragement)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최 한 많이 배우도록 독려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좋은 성 을 받도록 독려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졸업 후 에 문 학 는 학에 진학하거나,직장을 갖도록

독려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잘 할 때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 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를 잘 마치기를 기 한다고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공부를 잘하면 상을 주신다.

정서 지지

(emotionalsupport)

∙부모님은 내 미래의 직업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에 해 이야기 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취업 후에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울 때 나를 기쁘게 하는 말

을 해 주신다.

∙나는 내가 언젠가 얼마나 멋진 직업을 갖게 될지에 해 이야기 하면서 흥

겨워하곤 한다.

∙내가 미래의 진로에 해 걱정할 때 나와 함께 이야기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가끔 나의 장래 진로에 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직업 련 기술을 배우면 칭찬해 주신다.

자료:Turner,S.L.,Alliman-Brissett,A.,Lapan,R.T.,Udipi,S.,&Ergun,D.(2003).Career-Related

ParentSupportScale.MeasurementandEvaluationinCounselingandDevelopment,36(2),p.90.

<표 Ⅱ-4>Turner외(2003)의 부모지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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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Keller와 Whiston(2008)의 부모진로행동검사(ParentCareerBehavior

Checklist;PCBC)

부모의 진로행동 측정을 해 개발된 부모진로행동 검사는 학생 상으로 진

로발달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진로와 련된 행동을 알아보기 해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안을 마련하고,학생,부모,상담 공

학원생들에 의한 검토를 통해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 다.개발된 부모진로행동

검사는 심리사회 지지(psychosocial support), 진로 행동(career action),

complexlydetermined,nonload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상으로 부모의 진로행동과 자녀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계를 연구한 결과,진로성숙보다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좀 더 계가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서진희,이제경(2009)의 연구에서는 Keller와 Whiston(2008)의 부모진로행

동검사(ParentCareerBehaviorChecklist:PCBC)를 번안 타당화하여 학생을

상으로 부모진로행동이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결과에 의하면,부모진로행동을 자녀보다 부모가 정 으로 지

각하고 있었으며 부모진로행동 에서 심리 지지가 진로행동보다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측하는 데에 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행동보다

는 심리 지지가 자녀에 진로에 있어서 더 효과 이라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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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심리사회 지지

(psychosocial

supportitems)

∙부모님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떤 직업에 심 있다고 말할 때 지지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 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나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신다.

∙부모님은 진로선택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요한 다양한 10 의 이슈에 심을 표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장래에 생각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물으신다.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높은 기 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서로 다른 다양한 교육,진로 옵션을 고려하도록 지지해 주신다.

진로 행동

(careeraction

items)

∙부모님은 구체 인 진로와 련한 읽기자료를 주신다.

∙부모님은 구체 인 학과 련한 읽기자료를 주신다.

∙부모님은 다양한 직업에 해 묻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내의 진로계획을 부모님께 말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도서 이나 서 에서 학이나 진로와 련된 정보를 찾아서 나에게

보여주신다.

∙부모님은 학교나 교회에서 열리는 진로개발 워크 등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

∙부모님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흥미검사나 진로검사 등에 응시하도록 지지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특별한 진로에 해 말 하신다.

∙부모님은 어려운결정을 하는단계에서 나와 화를 나 신다.

∙부모님은 나의 학교 상담선생님과 화를 나 신다.

complexly

determineditem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특정진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실망하실 거라

고 말 하신다.

nonloadingitems

∙부모님은 내가 진입했으면 하는 한 가지 진로를 가지고 계신다.

∙부모님은 그들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계시다고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학 교육을 해 돈을 축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좋은 성 을 받기를 기 하신다고 말 하신다.

자료:Keller,B.K.&WhistonS.C.(2008).TheRoleofParentalInfluenceson YoungAdolescents'

CareerDevelopment,16(2),p.205.

<표 Ⅱ-5>Keller와 Whiston(2008)의 부모진로행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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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ietrich와 Kracke(2009)의 지각된 부모의 진로 련행동(Perceived

parentalcareer-relatedbehaviors)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는 15세에서 18세까지의 독일청소년을 상

으로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어려움에 부모의 진로 련행동인 지지(support),개입

(interference), 여결핍(lackofengagement)이 향을 주는가에 한 검증을 하

다.진로탐색에는 부모의 지지는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이 있었으며 개입은 진

로결정어려움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Zhao,Lim&Theo(2012)의 싱가포르 경 학 공 학생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

한 Dietrich와 Kracke(2009)의 진로 련행동을 매개로 아버지의 직업불안정성

(paternaljobinsecurity)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그

결과 여학생들에 해서만 아버지의 직업불안정성이 진로자기효능감에 직 으

로 부 인 향이 있었고 간 으로는 남학생들의 경우 여결핍(Lack of

engagement)을 매개한 것과 여학생들의 경우 지지(support)를 매개 한 결과만이

진로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아버지의 직업불안정성은 여결핍에는 체,남학생,여

학생 모두에게서 정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지지에는 체,여학생

에서만 부 으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입에는 모든 경우에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개입과 지지, 여결핍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개입과 지지는 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개입과 여결핍 정 으로 유의미한 련이 있었고,지지와 여결핍은 부 으로

유의미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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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지지

(support)

∙부모님은 나의 미래 공 직업에 해 생각을 가지고 있고,나에게 부모님의 의견

을 따르게 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공 비에 무 많이 개입하신다.

∙나의 미래 공 직업에 부모님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신다.

∙부모님은 원하지 않는 공과 직업에 해 내게 말 하신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과 직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신다.

개입

(interference)

∙부모님은 나의 미래 직업에 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부모님의 의견

을 따르게 하도록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직업 비에 무 많이 개입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미래직업에 그들의 생각을 넣으려고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해 내게 말 하신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직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신다.

여결핍

(lackof

engagement)

∙부모님은 나의 미래의 직업에 해 그다지 심이 없으시다.

∙부모님은 나의 직업 비에 해 상 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서로 다른 직업들에 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의 직업 비에 해 지

지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무 바쁘시기 때문에 나의 직업 비에 해 지지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그들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 나의 직업 비에 해 지지하지 않으신다.

자료:Dietrich,J.&Kracke,B.(2009).Career-specificparentalbehaviorsinadolescents'development.

JournalofVocationalBehavior,75(1),p.103.

<표 Ⅱ-6>Dietrich와 Kracke(2009)의 지각된 부모의 진로 련행동

라)신효정,김 빈,이상희,이상민(2010)과이상희(2009)의부모진로지지척도

신효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이상희(2009)가 학생을 상으로 부모가 자신

의 진로에 해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측정하는 ‘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부모가 스스로 평정하는 척도로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상자녀도 학

생이 아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변경하여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 다.

이상희(2009)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측정도구들에서 진로에 한 지지와

련된 58개의 항목을 추출하고,심리학 공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부모님은 나의 진로를 해 ....해 주신다’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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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유 응답형식의 질문에 한 답을 도록 하여 원자료를 추출하고 항목을

도출하 으며 문가 검토를 거쳐 하 요인 문항을 개발하 다.

5개의 변인은 ①정보 지지,② 화 지지,③정서 지지,④경제 지지,⑤

경험 지지 으며 신효정 외(2010)에서는 이를 부모 평정 진로지지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타당도를 검증하 다.부모 진로지지 척도의 문항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Ⅱ-7>과 같다.

구분 문항

정보 지지

∙나는 자녀에게 장래 희망직종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자녀에게 이상 인 직업들에 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나는 여러 가지 직업에 하여 장,단 과 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자녀가 시 흐름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사회,경제,정치

등의 반 인 상황과 정보를 제공한다.

화 지지

∙나는 자녀가 진로와 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합리 인 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의 미래 진로에 해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의 진로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와 장래 진로의 두려움에 하여 함께 화를 한다.

정서 지지

∙나는 자녀에게 진로 직업에 한 스트 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진로에 한 자녀의 의견을 존 해 주고 체로 받아들여 다.

∙나는내가 원하는진로와 자녀의의견이 다를때라도 자녀의의견을 존 해 다.

∙나는 자녀가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 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경제 지지

∙나는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미래에도 지원해 것이다.

∙나는 자녀가 원하면 어학연수 유학을 보내 것이다.

∙나는 자녀의 취업 진로 비를 한 교재비 학원비를 지원해 것이다.

∙자녀의 진로에 필요하다면,나는 아무리 큰돈이라도 마련해 것이다.

경험 지지

∙나는 자녀에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이야기해 다.

∙나는 자녀에게 나(부모)의 직업에 해 이야기해 다.

∙나의 자녀는 내(부모)가 일하는 곳의 직장동료들을 만난 있다.

∙나는 자녀에게 내(부모)가 일하는 곳을 보여 이 있다.

자료:신효정,김 빈,이상희,이상민.(2010).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한국심리학회

지:상담 심리치료,22(1),p.183.

<표 Ⅱ-7>신효정 외(2010)의 부모 진로지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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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진로지지 척도는 우리나라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 잘

반 하 으나 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고등학생 부모를 상으로 타당

화 시켰기 때문에 고등학생 부모가 학진학을 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진로지지

에 한 일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최 순(2011)의 어머니의 진로지도행동 척도

최 순(2011)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행동 척도를 개발하 다.

척도는 문헌연구와 개방형 설문을 통해 문항 안을 개발하 으며,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해 비조사 문항을 구성하 고.이를 통해 본조사 척도를

개발하 다.본조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으로 아홉 개의 하 요인을 확인하 고

이는 다시 두 개의 요인으로 묶 다.두 개의 요인은 ‘진로능력 지도’와 ‘진로태도

지도’으며 ‘진로능력 지도’의 다섯 하 요인은 ①네트워크 연결,②진로정보 탐

색지도,③진로 비 지도,④학습 지도,⑤ 문가도움 추구이며,‘진로태도 지도’의

네 가지 하 요인은 ①심리 지지,②진로결정 장애극복 지도 ③부모주도 진로권

유,④자기주도 진로탐색 지도이다.

개발된 하 요인의 거 타당도 검증을 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척도인 부모

효능감과 부모진로지도 효능감과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 둘 모두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진로지도행동 척도는 고등학생 어머니를 상으로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부모의 진로행동에 해 다른 선행연구들에 비해 많은 행동을

담고 있다.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하 요인들에 따라 도구가 개발되었으

나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다시 하 요인을 묶어 네트워크연결 등 새로운 요인

명이 존재하며,일부 요인은 선행연구에서와는 다른 성격의 문항들이 한 요인 안

에 섞여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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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 요인 명 구성변수 정의

진로능력지도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지도하는 행동

네트워크연결 6
직업인, 문가,매체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직업을

알아보게 지도하는 행동

진로정보

탐색지도
5

자녀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탐색하게 지도하는

행동

진로 비 지도 5
자격증 취득,외국어,컴퓨터 활용능력,진로체험

등 자녀의 진로를 비시키는 행동

학습지도 4

자녀가 진로와 학습 계를 이해하고,본인의 진로

에서 요구하는 학습활동을 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행동

문가도움

추구
3

자녀의 진로를 하여 어머니가 학교의 선생님과

의논하거나 문가를 찾는 행동

진로태도지도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태도를

길러주기 하여

지도하는 행동

심리 지지 8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가 진로를 하여 노

력할 수 있도록 자녀를 심리 으로 지지하는 행동

진로결정

장애극복 지도
3

자녀가 합리 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어머

니가 지도하는 행동

부모주도

진로권유
3

부모 경험 에 의하여 자녀에게 진로지도에

필요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부모의 기 로 진로

를 정하기를 요구하는 행동

자기주도

진로탐색 지도
6

자녀의 특징을 악하고,생각을 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자녀가 스스로 결정한 진로를 믿어주거

나 스스로 결정한 것에 한 책임자임을 알게 해

주는 행동

자료:최 순.(2011).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 행동 척도 개발.안양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표 Ⅱ-8>최 순(2011)의 고등학생 어머니의 진로지도행동 척도의 하 요인 정의

바)유정이(2009)의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

유정이(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진로발달과 선택을 해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한 인식과 평가’인 자녀 진로지도 효능

감의 척도를 개발하 다.개발은 ,고등학생 부모 20명을 상으로 면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136문항을 비조사하고 본 조사를 통해 7개의 하 요인과 32문항

을 개발하 다.

하 요인은 ① 극 인 진로지원,②자녀에 한 수용과 격려,③부정 정서경

험,④진로교육 경험,⑤배우자의 여,⑥자녀특성의 인식,⑦자녀에게 자율과 책

임을 부여이며 이에 따라 개발된 문항은 다음 표<표 Ⅱ-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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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명 문항 수 문항

극 인

진로지원
8

∙나는 아이의 진로지도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아이를 좋은 고등학교나 학교에 보내기 해서 애쓰고 있다.

∙나는 진로 정보를 찾아 아이에게 알려 수 있다.

∙나는 아이의 좋은 학 진학을 한 구체 인 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나는 아이에게 진로탐색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내 진로를 결정해본 경험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내 스스로가 높은 진로 포부를 갖고 있다.

자녀에 한

수용과 격려
6

∙나는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한다.

∙나는 아이와의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다.

∙나는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이를 있는 그 로 보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아이와 얘기가 잘 통한다.

부정

정서경험
6

∙아이가 원하는 로 해주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할까 불안하다.

∙나는 아이의 진로를 잘못 지도한 것이 후회스럽다.

∙나는 아이에게 제 로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주변에서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혼란스럽다.

∙내게는 아이의 진로지도를 한 정보가 부족하다.

진로교육

경험
3

∙내 주변에는 부모역할을 배울 모델이 있다.

∙나는 진로교육을 받고나서 진로지도에 한 인식이 변했다.

∙나는 진로교육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 다.

배우자의

여
3

∙나는 아이 진로에 해서 배우자와 자주 의논한다.

∙나는 아이 진로에 해서 배우자와 화가 안 통한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의 진로지도에 심이 없다.

자녀특성의

인식
3

∙나의 아이는 끈기와 집 력이 부족하다.

∙나이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나의 아이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

3

∙나는 아이에게 자기 리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지도한다.

∙나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지도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자료:유정이.(2009).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개발.아시아교육연구,10(4),p.94-95.

<표 Ⅱ-9>유정이(2009)의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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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는 일반 인 효능감의 척도들과는 조 다르게 진로

지도의 경험이나 상황 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한,‘자녀특성의 인식’과 같

은 하 요인의 경우 연구자가 ‘자녀들이 집 력이 좋고 자신감 있게 스스로 알아

서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내가 진로지도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한다

고 해석할 수 있지만,문항자체가 자녀 자체의 특징이 반 이 많이 된 문항이기

때문에 부모의 진로지도 효능감으로 문항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사)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의 진로지도 경험 하 요인

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의 연구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을 밝히려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7명을 심층면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연구 결과 112개의 개념 42개의 하 범주와 18개의 범주를 도

출하 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한 패러다임모형을

도출하 다.이 연구는 부모 자신이 자녀의 진로지도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면 갈

등과 어려움,진로와 련된 행동 등을 제시하고 구조화했다는 에 의의를 가진

다.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앞서 제시한 선혜연(2008)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구체

인 진로지도 행동이 우리나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인

식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Young과 Friesen(1992)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지도를 해 재 수행하고 있는 지도행동의

목록이 서구에 비해 지나치게 범 하거나 다소 빈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선혜연(2008)에서 제시한 진로지도 련 행동목록

에 ‘자녀의 흥미와 성격에 맞는 진로를 찾음’,‘진로정보를 제공함’,‘부모의 경험

에 따른 진로지도’,‘자녀에게 주 사람이 모델이 됨’의 역만 비교 일치된 것

을 알 수 있다(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

이 연구는 부모의 자녀 진로 련 유형이나 도구는 아니지만 질 연구이기 때

문에 해 자녀 진로지도 경험에 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기존 도구에서 다루

지 않았던 진로에 해 여하는 행동들까지 비교 자세히 알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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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범주 하 범주

인과 조건

제 로 된 부모 역할을 잘 모르겠음
-진로지도가 막연함

-아이교육이 만만치 않음

아이가 못마땅할 때가 있음 -아이의 수행이 미덥지 못함

내 인생의 한을 아이를 통해 풀고 싶음 -내 인생의 한을 아이를 통해 풀고 싶음

맥락

조건
외부 실이 불만족스러움

-교육 실이 마음에 들지 않음

-앞날을 측하기 어려움

심 상 끊임없이 고민하며 불안함

-아이에 한 불안이 높음

-아이에게 미안함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음

재조건

아이에게 역할 모델이 있음

-내(는 배우자)직업과 삶의 방식이 아

이가 진로상을 갖는데 향을

-주변인이 아이 진로 발달에 도움이 됨

아이와 갈등을 겪음
-아이와 많이 다툼

-아이와 의사소통이 어려움

아이가 잘 따라옴 -아이가 잘 따라옴

아이 진로문제에 배우자가 여함
-아이 진로문제에 배우자가 도움을

-배우자와 의견차이가 있음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부모교육을 받음

작용/상호작

용 략

아이의 진로발달에 자발성이 핵심이라고

보고 지도함

-주인의식을 갖게 함

-아이의 개성을 살려

-자기 리 습 을 길러

-아이가 내면의 힘을 갖도록 가르침

아이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음

-아이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함

-아이와 소통하고자 애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

-아이 학교 일에 참여함

아이의 특성을 고려함
- 성을 고려하여 진로의 방향을 잡음

-흥미와 성격에 맞는 진로를 시함

<표 Ⅱ-10>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의 ·고등학생 자녀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

패러다임,범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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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범주 하 범주

작용/상호

작용 략

진로지도를 할 때 학업지도를 시함

-조기 학업지도를 함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지도를 함

-아이 공부와 련해서 열의를 보임

진로결정을 해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함

-정보를 제공함

-진학지도를 함

-장기 인 안목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함

결과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다스림
-내 자신을 먼 보게 됨

-아이에 한 욕심이 수그러듦

부모 역할의 한계를 알게 됨

-아이와 심리 거리를 둠

-내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함

-진로지도에서 실감각이 생김

아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함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고자 함

-아이에 한 믿음을 키워 나감

-아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함

자료: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 고등학생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한 질 연구.직업능력개발

연구,12(3),p.78-81.

<표 Ⅱ-10>계속

3)진학 교육지원 유형

부모의 진로에 한 행동 이외에 자녀의 진학 교육지원에 한 유형으로 이

수 (2007)의 교육열에 한 학부모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학부모 유형구

분의 기 은 가정의 경제력을 기 으로 하여,이에 따라 자녀교육의 목표와 교육을

한 지원형태,부모의 역할 비 ,사교육 참여태도,선호하는 등교육기 ,가족체

계,그리고 가족 주된 지원을 하는 상인 어머니 개인체제에 해 제시하 다.이

연구는 경제력이 약해질수록 부모의 교육,진로 진학에 한 역할은 자녀에게 맡겨

두는 경향이 나타나며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 한 제한 이라고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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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탈주형
응형

역방형
유목형

/월형질주형 동화형 순응형

사회계층
부유층

비부유층
비부유층

형

산층

생계형 산층

소득층

형 산층

비 산층
비 산층

트 드
은유(隱喩)

아티젠

(Art

-generation)

크리슈머

(cresumer)

트 져 헌터

(Treasure

Hunter)

배드-빙 족

(bad-being)

리 스족

(Linux)

노마드족

(Nomad)

자녀교육
핵심
코드

고품격
최고(차별화)

-Higtsociety
성공 생존 개척 성장 /성찰

자녀교육
최종목표

외국 유명 학

(국제

경쟁력)

상 명문 학

혹은 U턴형

단기유학

상

명문 학

In-Seoul

명문

(In-Seoul)

국립 학

지역거 학

유의미한

멘토 찾기-

특정분야

교수,장인,

술가

행복할 수

있는 ‘자기길’

찾기

‘고품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고의

명문 학을

나와야 한다.

학이

평생을

좌우한다.

‘유명 학’

을 나와야

한다

‘취업이

잘되는

학’을

나와야

한다

새로운

경로를 개

척 하 자

(블루오션을

찾자)

‘행복의 조건’

을 찾아라

자녀교육
지원형태

차별화된

특기

성재능교육

강조

(철학교실등)

조기유학

맞춤형개인과외

(그룹과외),

유명강사학원

어학연수

(귀뚫기

캠 ,말하기

캠 )

각종체험활동

단기유학

유명학원

단기어학연수

체능

특기교육

최소한의

입시학원

방송매체활용

학교교육

충실하기강조

입시공부강조

자기주도

학습지도

학습동아리

운

안

진로에 한

안내

방송매체

활용

부모교사

자발성

신장을 한

동기부여

‘홈스쿨러’

커뮤니티

구성

연

부모역할

CIO

CRO-정보

리스크

리책임자

컨설던트,로드 매니

게임 메이커,네비 이터
‘치어리더’ 서포터즈

교사

동학습자

부모역할

비

부 모 력

기획,

母주도 실행

모주부조(母主父助) 부모 력 기획 실행

사교육

참여

태도

내 스타일 로

한다
올인한다

할 만큼은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한다

더 요한

‘다른 것’이

있다

선호하는

등교육

기

유학

국제계열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자사고

자율학교

일반계 학교

일부

안학교

(특성화학교,

미인가

학교)

홈 스쿨링

<표 Ⅱ-11>이수 (2007)의 교육열에 한 학부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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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탈주형
응형

역방형
유목형

/월형질주형 동화형 순응형

가족체계

비동거 가족,

기러기 가족

-부는 경제

지원담당,자

녀교육은 모

에게 임

(부는 기능 으

로존재하나물

리 으로부재)

동거가족,비동거 가족

(국내 기숙형 학교 진학의 경우)

입시생 우선주의 원칙 용

-가족여가활동,친족일 등은 차 순 ,모 역할 가

자녀와의 갈등 유 강화.부는 가족 외

체계 활동에 몰입하는 경향

동거가족,비동거 가족

가족구성원 간 책임 공유

-가족활동을 요한 학습기

회로인식,교육에 한 부

모와 자녀간의 소통 시,

가족 구성원 간 독립성

공존의식의 조화 강조

어머니

개인체제

자녀에 한

책임에

따른 과 한

심 부담

교육을

매개로한안식

(가족 계로

부터의 탈출)

정보 수집을 한 다양한 활동

-입시설명회, 형서 ,엄마들

모임참석,자녀 ‘뒷바라지’를

한 근신과 제의 일상:역할

과 으로 인한 스트 스,어머

니 역할 한계 자각과 자책감

동반

제한 인

정보활동

‘어쩔 수 없는

수 ’의 지원

‘ 만큼은

잘돼야

한다’는

주문과 격려

멘토

정보수집

자녀요구에

한

략

응(사회

참여활동

유도등)

새로운경로

찾기에따른

스트 스

가정교사역할

에따른과

한심 부담

‘니인생은니

가알아서하

라’는주문

강조

자료:이수 .(2007).교육열과 학부모 유형,그리고 안의 상상력.한국교육인류학회 2007추계 학술 회.

p.170.

<표 Ⅱ-11>계속

이수 (2007)의 학부모 유형은 학진학에 을 맞춘 교육지원유형이지만 연구

자가 경험한 사례들을 토 로 이루어져있으며,경제 조건이라는 기 을 심으

로 하여 목표,지원형태,역할,선호하는 교육기 등 모든 것을 구분하여 제시하

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 종합

1) 상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상을 자녀의 연령,부모 모두를

상으로 했는지 여부,조사응답자에 해 제시하면 다음<표 Ⅱ-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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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자녀의 연령 는 학생부터 학생까지로 나타났다.Turner외(2003)와

Keller와 Whiston(2008)의 연구 이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학생이었고,

최 순(2011)은 고등학생이었으며,유정이(2009)와 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는

·고등학생이었다.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는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용되었던 도구를 Zhao,Lim &Theo(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용

하 다.이상희(2009)의 연구에서는 학생에게 부모의 진로지지에 해 묻는 척

도를 개발하 지만 이후 신효정 외(2010)에서 이를 이용해 고등학생 부모의 진로

지지에 해 묻는 척도를 개발하 다.

부분의 연구가 부모 모두에 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 순(2011)의 경우

어머니를 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신효정 외(2010),유정이(2009),유정이,

황재원,박지아(2009)의 경우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비율이 어머니에 비

해 낮았으며 부모 구분 없이 연구되었다.선혜연(2008)에서는 부모 모두를 연구

상으로 삼았으나 아버지의 비율이 어머니의 반정도의 수 이었고,아버지와 어

머니 각각에 해서도 분석하 다.선혜연(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

라서는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방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경우 신뢰와 임,격려와 지지,정보제공 후 단 임의 빈도가 높았

으며 어머니의 경우 정보에 기 한 추천,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이 높게 나타

났다.한편,부모에 따라 도구가 구분된 선행연구는 없었다.

조사에 응답하는 상은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의사결정 여와,부모가

직 본인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해 응답하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데,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의사결정 여를 본 연구는 Turner외(2003),

Keller와 Whiston(2008),Dietrich와 Kracke(2009)와 이를 활용한 김수리,이재창

(2005),서진희,이제경(2009),Zhao,Lim & Theo(2012)의 연구와 이상희(2009)가

이에 해당된다.한편 이 연구들은 자녀에게 아버지,어머니를 각각 묻지 않고 ‘부

모’로 묶어 조사하 다.부모가 직 본인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해 조사

한 연구는 선혜연(2008),신효정 외(2010),유정이(2009),유정이,황재원,박지아

(2009),최 순(2011)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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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기 이론 연구
상

자녀 부모 응답자

Phillips외(2001) 선혜연(2008)
·고등학생

학생
부모

부모

(어머니 아버지

분리하여 분석)

Turner외(2003)
Turner외(2003) 학생 부모 자녀

김수리,이재창(2005) 학생 부모 자녀

Keller와

Whiston(2008)

Keller와 Whiston(2008) 학생 부모 자녀

서진희,이제경(2009) 학생 부모 자녀

Dietrich와

Kracke(2009)

Dietrich와 Kracke(2009) ·고등학생 부모 자녀

Zhao,Lim&Theo(2012) 학생 부모 자녀

이상희(2009)
이상희(2009) 학생 부모 자녀

신효정 외(2010) 고등학생 부모 부모

최 순(2011) 고등학생 어머니 어머니

유정이(2009) ·고등학생 부모 부모

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 ·고등학생 부모 부모

<표 Ⅱ-12>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의 연구 상

한편,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두휴,남경희,손 종,오경희(2007)에서는 부분의 가정

에서 교육활동은 어머니가 주도 으로 이끌고 있고,아버지들의 교육활동 특히 구

체 인 자녀교육지원활동에 한 여는 매우 제한 인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하는

유형 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좀 더 극 임을 알 수 있었다.이수 (2007)의

연구에서는 부분의 부모들이 모주부조(母主父助)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

학교 진학 등 특별한 유형을 보이는 경우 부모 력 기획 실행의 형태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와 같이 어머니의 여가 높고 극 인 특성 때문에 어머니만

을 상으로 하거나,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연구 상으로 삼아도 체로 어머니

를 심으로 한 연구들도 있었다.하지만,최근 들어 아버지의 자녀 진로에 한

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어 시도교육청 는 개별학교 차원에서 아버지를 상

으로 진로지도와 화법 등에 한 교육을 제공하거나,아버지와 자녀와 함께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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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로캠 를 마련하는 등 아버지에 한 심과 참여를 극 반 하는 로

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한,앞서 1 에 제시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 진로에 미치

는 향에서도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와의 애착,지지,특성 등에 있어 자녀가

유의미한 향을 받는 결과로 보아 아버지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어떠한 여

를 보이는지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형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의 형태는 유형을 도출한 연

구,도구 개발연구 는 도구를 활용해 수 을 구명하고 련변인과의 계를 구

명한 연구,질 연구를 통해 자녀 진로와 련된 개념 범주를 도출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표 Ⅱ-13>참조).유형을 도출한 연구로는 Phillips외(2001)의 연

구는 여수 에 따라 일곱 단계의 유형을 제시하 으며,이수 (2007)의 연구에

서는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정보 지식을 통하여 경제력을 기 으로 교육열에

한 학부모의 유형을 도출하 다.Turner 외(2003),Keller와 Whiston(2008),

Dietrich와 Kracke(2009),이상희(2009),최 순(2011),유정이(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수 방법 구명과 련된 도구에 해 제시하

고 있다.한편,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의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부모가 자녀

의 진로와 련된 경험을 조사하여 정리하 으며,이를 통해 부모의 자녀 진로와

련된 행동과 심리 상태에 해 구체 으로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유형 도구
개념 범주
(질 연구)

Phillips외(2001) ○

Turner외(2003) ○

Keller와 Whiston(2008) ○

Dietrich와 Kracke(2009) ○

이상희(2009) ○

최 순(2011) ○

유정이(2009) ○

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 ○

이수 (2007) ○

<표 Ⅱ-13>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제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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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구성

가)내용 하 요인 종합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선행연구의 내용구성을 악하기 해

선행연구의 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14>와 같다.Phillips외(2001)의

연구는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즉 얼마나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개입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일곱 수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지지 방

법 즉,심리 지지,정보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Turner외(2003)와

신효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그 방법에 따라 하 요인이 구분되어졌다.Keller와 Whiston(2008)에서

는 주된 하 요인인 심리사회 지지와 진로행동은 지지의 방법에 따라 구분되었

으며,Complexitydetermineditem과 Nonloadingitem의 경우 부모가 자녀 진로결

정에 개입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는 부

모가 자녀의 진로에 지지하는 것과 개입하는 것에 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최 순(2011)에서는 자녀진로지도행동에 해 다루어 부분 자녀의 진로에

지지하는 방법에 해 다루고 있었으며,‘부모주도진로권유’등 하 요인 일부에

서 자녀의 진로와 련하여 부모의 의견을 제안하는 개입에 해 다루고 있었다.

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에서는 질 연구를 통해 부모가 겪는 자녀의 진로지

도 경험을 제시하 으며 진로지도를 하면서 겪는 부모의 느낌,지도(지지)방법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정이(2009)의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는 자녀에게 진로와

련된 지지의 내용과 진로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효능감을 심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이수 (2007)은 경제력을 심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자녀교육지원형

태,부모역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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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하 요인
하 요인
구분의 기

Phillips외(2001)

‧비활동 인 지지
‧무조건 인 지지
‧정보제공
‧ 안제시
‧ 어붙이기/자극하기
‧강압 인 지도
‧비

‧ 여(개입)수
‧지지방법

Turner외(2003)

‧도구 조력
‧진로 련 모델링
‧언어 격려
‧정서 지지

‧지지방법

신효정 외(2010)

‧정보 지지
‧ 화 지지
‧정서 지지
‧경제 지지
‧경험 지지

‧지지방법

Keller와 Whiston

(2008)

‧심리사회 지지
‧진로행동
‧Complexitydetermineditem
‧Nonloadingitem

‧지지방법
(개입수 )

Dietrich와 Kracke

(2009)

‧지지(Support)
‧개입(interference)
‧ 여결핍 (lackofengagement)

‧개입수
‧지지수

최 순(2011)

‧진로능력지도
-네트워크연결
-진로정보탐색지도
-진로 비지도
-학습지도
- 문가 도움추구
‧진로태도지도
-심리 지지
-진로결정장애극복지도
-부모주도진로권유
-자기주도진로탐색지도

‧지지방법
(개입수 )

유정이,황재원,

박지아(2009)
‧6개 패러다임,18개의 범주,42개의 하 범주,112개의 개념
으로 구성

-

유정이(2009)

‧ 극 인 진로 지원
‧자녀에 한 수용과 격려
‧부정 정서 경험
‧진로교육 경험
‧배우자의 여
‧자녀특성의 인식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

-

이수 (2007)

‧탈주형(부유층, 비부유층)
‧질주형(비부유층)
‧동화형(형 산층)
‧순응형(생계형 산층, 소득층)
‧역방형(형 산층,비 산층)
‧유목형.월형(비 산층)

‧경제력

<표 Ⅱ-14>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의 하 요인 하
요인 구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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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유형 도구의 하 요인을 구분하는 기 은 지지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몇몇 연구에서는 개입에 따라 유형 하 요인을 구분하

거나 하 요인으로 개입과 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지지와 더불어 개입도 부

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요인인 개입과 지지에 해 구체 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나)개입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개입에 해 다룬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15>와 같다.개입과 련된 표 인 연구는 Phillips

외(2001)의 연구이다.이 연구에서는 비활동 인 지지(무 심)부터 자녀의 진로에

한 의견 비 까지 개입수 에 따라 일곱 수 으로 구분하 다.다음으로 도구의

하 요인으로 개입에 한 내용이 제시된 연구로는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

구와 최 순(2011)이 있는데,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는 ‘개입’이라는

하 요인이 존재하며,최 순(2011)의 연구는 하 요인 ‘부모주도 진로권유’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밖에 하 요인 내에 문항

으로 존재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먼 Turner외(2003)의 연구에서는 하 요인인

정서 지지 내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말 하신다’와 같이 부모

의 의견 제시에 한 내용이 문항으로 존재한다.Keller와 Whiston(2008)에서도

Complexitydetermineditem과 nonloadingitem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특정진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다’등과 같이 부모의 의견 제시에 한 내용이 문항

으로 존재한다.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에서는 하 범주 내 개념으로 ‘구체

인 진로(직업,학과, 학)를 권함’,‘내 의견을 아이에게 강요했음’등의 내용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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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내용

유형구분 Phillips외(2001) ‧비활동 인 지지-비 의 7단계를 구분하는 기 임

하 요인으로
존재

Dietrich와

Kracke(2009)
‧하 요인으로 개입이 존재함

최 순(2011) ‧하 요인인 부모주도진로권유가 이에 해당됨

하 요인 내
문항 개념

Turner외(2003) ‧하 역 정서 지지 내의 문항으로 존재함

Keller와 Whiston

(2008)
‧Complexitydetermineditem과 nonloadingitem의 문항으로존재함

유정이,황재원,

박지아(2009)
‧하 범주 내 개념으로 ‘내 의견을아이에게 강요했음’등이 존재함

<표 Ⅱ-15>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개입의 내용

선행연구에서 개입과 련된 하 요인 문항을 종합한 내용은 [부록 2]에 제

시하 다.종합한 결과,개입의 주요 내용들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진로를 갖

게 되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하며,원하지 않는 직업에 해 제시하

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Dietrich와 Kracke(2009)의 도구가 최 순(2011),

Turner외(2003),Keller와 Whiston(2008),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에 해당하

는 내용을 포 하고 있었다.Phillips(2001)의 도구는 개입이 수 에 따라 세분화 되

어있지만 지지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다.한편,Dietrich와 Kracke(2009)의 도구를

개발 할 때에 여러 선행연구를 기 로 하 는데 그 하나로 Phillips외(2001)의

연구도 반 하 고,Dietrich와 Kracke(2009)의 도구가 다른 연구의 도구 내용도

부분 반 하고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 개발

한 개입의 도구를 사용하 다.

다)지지

지지는 그 수 에 따라 높고 낮음이 구명되며,이는 지지 방법에 따라 어느 방

법이 높고 낮은지를 구명하는 연구들이 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지지에 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 ,지지 방법에 따라 하

요인을 구분한 연구로 Turner외(2003)의 연구는 지지의 방법에 따라 도구 조

력,모델링,언어 격려,정서 지지로 구분하고 있다.Keller와 Whiston(200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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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지 방법에 따라 심리사회 지지와 진로행동()지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하고 있으며,신효정 외(2010)에서는 지지 방법에 따라 정보 , 화 ,정서 ,

경제 ,경험 등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 다.최 순(2011)은 지지 방법에

따라 하 요인이 심리 지지,네트워크연결,진로정보탐색지도,진로 비지도,학

습지도, 문가 도움추구로 구분되었다.하 요인 일부를 구분하는 연구로 Philips

외(2001)에서는 여 수 으로 구분된 하 요인 가운데 무조건 인 지지(심리

지지),정보제공(행동 지지)이 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하 요인으로 존재하

는 연구는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인데 지지라는 하 요인이 존재하 다.

하 요인 내에 문항 개념 등으로 존재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유정이

(2009)에서는 하 요인 극 인 진로지원,자녀에 한 수용과 격려 등에서

지지에 한 내용이 문항으로 존재하며,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에서는 하

범주 내 개념으로 심리 지지,내 특성발견,정보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

다.이수 (2007)에서는 학부모 유형에 따른 특징의 내용으로 정보수집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선행연구 내용

하 요인
구분

Turner
외(2003)

‧지지 방법에 따라 네 가지(도구 조력,모델링,언어 격려,정서
지지)로 구분됨

Keller와
Whiston
(2008)

‧지지 방법에 따라 심리사회 지지,진로행동으로 구분됨

신효정
외(2010)

‧지지 방법에 따라 다섯 가지 (정보 지지, 화 지지,정서
지지,경제 지지,경험 지지)로 구분됨

최 순
(2011)

‧지지 방법에 따라 진로능력과 진로태도의 하 요인(네트워크연결,진로
정보탐색지도,진로 비지도, 문가도움추구,심리 지지)으로 구분됨

유형
일부로 존재

Phillips
외(2001)

‧무조건 인 지지와 정보제공이 지지와 련됨

하 요인으로
존재

Dietrich와
Kracke
(2009)

‧하 요인으로 지지가 존재함

하 요인 내
문항,개념
내용

유정이(2009)
‧하 역 극 인 진로지원,자녀에 한 수용과 격려 등에서
지지에 한 내용이 문항으로 존재함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하 범주 내 개념으로 심리 지지,내 특성발견,정보제공 등의 내
용이 포함됨

이수
(2007)

‧정보수집 등의 내용이 포함됨

<표 Ⅱ-16>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지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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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에 해 선행연구의 구성 내용 문항을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과

[부록 3]에 제시하 다.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지의 방법을 크게 구분해보면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선행연구에서 심리 지지와 행

동 지지가 해당되는 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Ⅱ-17>과 같다.심리

지지에는 무조건 인 지지,언어 격려,정서 지지,심리사회 지지, 화

지지,심리 지지가 이에 해당되며,크게 정서 지지와 언어 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자녀가 진로결정에 정 으로 임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주고

즐거움과 정 피드백을 주는 등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와 련된 고민에 한

의논 상 가 되어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 지지방법 지지구분 정의

Phillips(2001) 무조건 인 지지

심리 지지

자녀가 진로결정에 정 으로 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주고 즐
거움과 정 피드백을 주는 등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와 련된 고
민에 한 의논 상 가 되어
(정서 ,언어 지지 포함)

Turner외(2003)
언어 격려

정서 지지

Keller와 Whiston(2008) 심리사회 지지

신효정외(2010)
화 지지

정서 지지

최 순(2011) 심리 지지

Phillips(2001) 정보제공

행동 지지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성,
흥미를 찾기 한 검사·교육·체험
기회제공 직업과 학과에 한
정보를 제공함. 한,부모본인
는 친인척들의 직업경험과
학업경험을 제공함
(내 특성발견,정보제공,모델링)

Turner외(2003)
도구 조력

모델링

Keller와 Whiston(2008) 진로행동

신효정외(2010)
정보 지지

경험 지지

최 순(2011)

네트워크연결

진로정보탐색지도

진로 비지도

문가도움추구

<표 Ⅱ-17>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에 해당하는 선행연구에서의 지지 방법

행동 지지에는 정보제공,도구 조력,모델링,진로행동,경험 지지,네트워

크연결,진로 비지도, 문가도움추구 등이 포함되며 이는 크게 내 특성발견,정

보제공,모델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성,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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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기 한 검사·교육·체험 기회제공 직업과 학과에 한 정보를 제공함.

한,부모본인 는 친인척들의 직업경험과 학업경험을 제공함’으로 행동 지지를

정의할 수 있었다.

라)개입과 지지의 계

개입과 지지의 계에 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 ,

Dietrich와 Kracke(2009)에서는 하 요인을 개입,지지, 여결핍으로 제시하 으

며 개입과 지지와는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순(2011)에서는

지지 방법들과 별도로 개입에 한 하 요인인 부모주도 진로권유가 제시되고 있

었다.Keller와 Whiston(2008)에서는 개입은 Complexity determined item과

nonloadingitem의 문항으로 존재하고 지지는 심리사회 지지와 진로행동과 구분되

어 제시되고 있었다.Phillips(2001)의 연구에서는 개입 간에 지지의 방법 수 이

제시되어 있다.방법에 따라서는 2∼4수 에서 제시되어 있었는데 2수 에서는 심리

지지가,3,4수 에서는 정보 지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3,4수 은 정보 지지를

수 에 따라 나 고 있다.즉,심리 지지가 정보 지지보다 낮은 수 의 개입과

련 있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개입수 안에 지지가 포함된 연구도 있지만,둘을 분리하여 하

요인으로 각각 존재하는 연구도 있었다.특히,Dietrich,Kracke(2009)의 연구와

Keller와 Whiston(2008)의 연구에서는 개입과 지지를 분명히 나 고 있다. 한,

부모가 으로 진로결정을 자녀에게 맡기고 자신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지만,직

업 공에 한 정보제공 등 행동 지지와 심리 지지는 제공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개입과 지지를 각각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앞서 제시한 것처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를 구성하고 있는 개입과 지지(심리 지지,행동 지지)의 개념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다음<표 Ⅱ-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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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정의 세부내용

개입

∙개입은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가

본인의 의견을 자녀에게 제안,강요하

는 것을 말하며,부모가 원하는 공

직업과 좋아하지 않는 공 직업

을 제안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함

-자녀의 미래 공 직업에 해 생각

을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부모의 의견을

따르게 하도록 노력함

-자녀의 공 진로 비에 무 많이

개입함

-미래 공 직업에 부모의 생각을 주

입하려고 노력함

-자녀에게 좋아하지 않는 공과 직업에

해말함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공과

직업을 결정하도록 노력함

지지

∙진로결정을 한 탐색단계에서 다양한

직업, 공 련 정보 이를 잘할 수

있다는 심리 도움을 제공하고,탐색

을 통해 잠정 으로 선택한 진로와

련된 정보 등과 이를 한 심리 도움

을 제공함

①심리

지지

∙자녀가 진로결정에 정 으로 임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주고 진로와 련된

고민에 한 의논 상 가 되어

-진로결정에 걱정·불안·스트 스를 덜어

-자녀의진로결정을 해용기 격려를

-자녀의 흥미분야에 해 심을 표명함

-자녀와 진로에 해 화를 나눔

②행동

지지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성,흥미를

찾기 한 검사·교육·체험 기회제공

직업과 학과에 한 정보를 제공함.

한,부모본인 는 친인척들의 직업

경험과 학업경험을 제공함.

(내 특성발견,정보제공,모델링)

-자녀가 재능을 보이는 분야에 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학습,체험,견학 등)

를 제공함.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진로( 학

공·학과) 직업정보자료(구체 하

는 일, 망 등)를 제공함.

-시 에 흐름에 맞는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정치 등의 반 상

황과 정보,그리고 이에 맞는 비 을 제

공함

-자녀에게 부모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들에 해 이야기를 해

-장래 공 직업과 련하여 학생

직장인(종사자)등을 만나 조언을 받

도록 해

<표 Ⅱ-18>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하 요인 개념정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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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특성

가.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부모 특성

1)부모기

부모기 는 신체,인지,사회 발달 역에서 자녀가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에

해 자녀의 실 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성취,능력에 해 부모가

갖는 주 이며 미래지향 인 소망이다(박은희,2003). 한 기 는 기 를 받는

상자와 기 를 갖는 당사자의 행동에 향을 다(신동우,2012).

Kewbow와 Bernbardt(1993)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한 기 가 높을수록 교육

여의 수 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이두휴,남경희,손 종,오경희(2007)에서

는 자녀에 한 기 와 교육 신념,자신들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따라 차별

인 교육내용과 방식으로 자녀의 인지 교육지원활동을 펴나가고 있으며,기

와 교육 신념에 따라 교육지원활동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 다.기

와 신념이 분명하고,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 이를 해 정보를 수집하고

문가를 만나게 하며,각종 심리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 검사를 하게 한다.

기 나 신념이 분명한데 목표가 구체 이고 분명하지 못한 경우는 본인이 주도

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보에 의존한다.기 와 목표가 없는 경우 특히

농 지역이 이러한 경우가 부분인데 공부는 자녀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

고 특별한 자녀교육계획을 하지 않는다.따라서,자녀에 한 기 가 높을수록 진

로의사결정에 한 여,특히 지지에 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부모의 자녀에 한 기 는 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그 수 이 달라지

는데 부모의 직업이 문직이고,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기 가 크고(홍정희,

1993),자녀의 성별 형제순 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

아,2005;신동우,2012재인용).반면,이두휴,남경희,손 종,오경희(2007)에서는

계층과 무 하게 부모는 자녀에게 큰 기 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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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내용

Kewbow,Bernbardt(1993)
-부모의 자녀교육에 한 기 가 높을수록 교육 여의 수 이 높

게 나타남

이두휴,남경희,손 종,

오경희(2007)

-자녀에 한 기 와 교육 신념,자신들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따라 차별 인 교육내용과 방식으로 자녀의 인지 교육지원활동을

펴나가고 있으며,기 와 교육 신념에 따라 교육지원활동이 구분됨

<표 Ⅱ-19>선행연구에서 부모기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

2)경제 지 교육수

일반 으로 부모의 경제 지 교육수 높을수록 상 학교로 진학할 확률

이 높다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다.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나 교육지

원활동 등에 있어서도 부모의 경제 지 교육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Horvat외(2002)에서는 경제 으로 풍족한 부모는 자녀의 학교선택,

공결정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수 (2007)은 사회경제 수 을 기 으로 학진학에 있어서 부모의 지원

형태를 구분하 다.사회경제 수 을 부유층(부유층, 비부유층), 산층( 형

산층,생계형 산층,비 산층), 소득층으로 나 고 각 계층에 따라 자

녀교육의 최종목표를 학입학으로 보았다.그리고 어떤 종류의 학(외국 유명 ,

상 명문 ,명문 )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부모의 지원형태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제시하 다.사회계층에 따라 목표하는 학의 벨을 다르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형태도 체로 사회계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극 인 형태를 띤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모의 경제력이 약해질수록 자녀교육,진로 진학에

한 역할은 자녀에게 맡겨두는 경향이 나타나며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도 제한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이수 ,2007).

김희순(2006)에서는 어머니의 경제 수 에 따라 자녀교육 지원수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제 지 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교,학교 밖,가정에

서의 교육지원이 높게 나타났다.이정화(1995)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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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자녀에게 보이는 교육지원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을련(1998)

에서는 고학력의 어머니가 교육지원활동에 극 으로 나타났다.최지선(2009)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한 참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도 졸이상과 문 졸

이하 집단 간에 따라 자녀 교육에 한 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양육에 참여하는 것 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고

문직 일수록(김희화,2005;이완정, 온강,최혜란,1997)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심리 근성 한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수록 근성

이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세용,양 정,2003).한편,선혜연(2008)에서는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방식은 부모의 역할이나 부모

의 연령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학력과 같은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부모의 학력수 이 높을수록

‘정보에 기 한 추천’,‘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을 더 많이 사용하 으며,학력

수 이 낮을수록 ‘신뢰와 임’,‘격려와 지지’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학력

수 이 높을수록 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김 화(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고 신 간계 이상의 배경을 가진

부모가 자녀교육지원을 더 잘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김복숙(2004)에서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교육지원활동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부모의 경제 지 교육수 에 따라 자녀

의 진로 교육에 여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정보제공 등 행동 지지

뿐 아니라 심리 근성 등의 심리 지지에도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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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내용

경제

지

Horvat외(2002)
-경제 으로 풍족한 부모는 자녀의 학교선택, 공결정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함

이수 (2007)

-사회경제 수 을 기 으로 학진학에 있어서 지원하는 형

태를 구분함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극 인 형태를 보이고 경제력이 약해

질수록 부모의 교육,진로 진학에 한 역할은 자녀에게 맡

겨두는 경향이 나타나며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도

제한 임

김희순(2006)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교,학교 밖,가정에서의 교

육지원이 높게 나타남

이정화(1995)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교육지원활동이 높음

최지선(2009)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한 참여도가 높음

교육수

조을련(1998) -고학력의 어머니가 교육지원활동에 극 임

김희화(2005),

이완정(1997)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양육

참여도 높음

선혜연(2008)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방식이 부

모의 학력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학력수 이 높을수록 여가 높고 낮을수록 그 반 가 되는

경향을 보임

김 화(1992)
-부모의 학력이 높고 신 간계 이상의 배경을 가진 부모가

자녀교육지원을 더 잘하고 있음

김복숙(2004)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실질 으로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20>선행연구에서 경제 지 교육수 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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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업유무 고용형태

선혜연(2008)은 부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방식의 차이를

본 결과,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구

체 인 방법 제공’,‘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의 여

방식을 많이 사용하 고,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 ‘격려와 지지’,‘정보제공 후

단 임’ 여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김희순(2006)은 어머니는

시간 자원을 통해 자녀 학업에 직,간 인 도움을 주는데 어머니의 직업생활을

할 경우 자녀교육에 개입할 시간 여유가 부족하다고 하 다.한편,조을련(1998)

에서는 직업유무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취업시간과 교육지원활동 간에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선행연구 내용

직업유무

선혜연(2008)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음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구체 인 방법 제공’,‘부모 경험

에 기 한 권유’,‘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의 여방식을

많이 사용하 고,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 ‘격려와 지지’,

‘정보제공 후 단 임’ 여방식을 사용함

김희순(2006)
-어머니의 직업생활은 자녀교육에 참여할 시간 여유가 부족

과 련이 있음

조을련(1998)
-어머니의 취업시간과 교육지원활동 간에 유의미한 계가 나

타나지 않음

고용형태
Zhao,Lim&

Theo(2012)

-아버지의 직업불안정성이 자녀가 인식한 진로에 한 부모의

행동유형에 향을

<표 Ⅱ-21>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직업유무 고용형태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의 계

고용형태와 련된 연구결과로 Zhao,Lim & Theo(201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의 직업불안정성이 부모의 진로 련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버

지의 직업불안정성과 여결핍이 유의미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지지에

는 부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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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종합결과,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가 계가 있

는 연구 없는 연구 모두 존재하 으며,아버지의 고용형태에 따라 여수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유무 고용형태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자녀 특성

1)성별,수 출생순

여러 자녀가 한정된 가족의 자원을 나 어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족 내 제

한된 자원의 결과로 인해 한 자녀에게 돌아가는 물질 ,정서 자원의 몫이 게

되므로,많은 형제와 자매의 수는 교육 성취에 있어서 부 인 향을 미친다(김경

근,변수용,2006).

Powell,Steelman(1993)에 따르면 자녀의 수가 많거나 출생간격이 짧으면 한 자

녀에게 폭 인 심을 쏟거나 경제 으로 풍족한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져 교육

성취에 부정 향을 미친다.조을련(199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그

리고 첫째 자녀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지원활동이 극 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이정

화(1995)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교육지원활동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선혜연

(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이나 출생순 에 따른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방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외동인 자녀

의 경우 ‘구체 인 정보와 방법제공’이,출생순 가 첫째이거나 외동인 경우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이 많이 사용되어 자녀가 외동이거나 첫째에게 부모가 비교

높은 수 의 여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연구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으나 부분 자녀의 성은 남성이,출생

순 가 빠를수록,자녀의 수가 을수록 교육 진로에 여하는 수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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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내용

김경근,변수용(2006) -많은 형제와 자매의 수는 교육 성취에 있어서 부 인 향을 미침

조을련(1998)
-여학생보다 남학생,그리고 첫째자녀일수록 어머니가 교육지원활동에

극 임

이정화(1995)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교육지원활동의 큰 차이는 없었음

선혜연(2008)

-자녀의 성이나 출생순 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방식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하지만,출생순 에 있어 외동 자녀의 경우 ‘구체 인 정보와 방법제공’

이,출생순 가 첫째이거나 외동 자녀인 경우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이 많이 사용되어 외동,첫째들에서 높은 수 의 여를 보임을

알 수 있었음

<표 Ⅱ-22>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성별,수 출생순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

2)학업성

부모와 자녀사이의 계는 상호 으로 향을 주고받는 양 방향 특성을 가지

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의사결정이나 문제를 이해할 때에 부모를 포

함한 가족변인들을 단순 선행변인으로만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최수정,2007).

즉,자녀만 부모에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한 자녀의 특성 행동에

향을 받게 된다.이두휴,남경희,손 종,오경희(2007)에서는 자녀들이 보여주는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자녀교육지원활동이 달라진다고 하 으며 자녀교육에 한

략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한 자녀의 성 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교육에 유

용한 정보를 얻기 하여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는데 특히 상 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즉 명문 학에 진학하 거나 성 이 우수하면서 자신의 자녀와 경쟁상 가

아닌 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유 를 활용한다(이두휴 남경희,손 종,오경희,

2007).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자녀성 에 따라 부모의 행동에 차이가 보이는 결

과들을 제시하고 있다.Carpenter,Fleishman(1987)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양호한

학업수행을 보이면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그것이 자녀의 학 진학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제시하 다.이정화(1995)에서는 성 수 에 따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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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차이가 있었으며 상 권 성 (1-10등)자녀를 둔 어머니는 학교의 교육지원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 성 (11-30등)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학교 밖

의 교육지원,학습정보 수집 등에서 가장 극 인 결과가 나타났다.

조을련(1998)에서도 성 이 상 권인 자녀의 어머니가 교육지원활동에 극 이

었으며 특히 학교에서의 담임교사와의 면담과,학습정보수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 이 권인 학생들의 부모는 입시학원 수강 등 학교 밖의 교육지

원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선(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 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한 심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의 성 이 높을수

록 자녀교육에 한 심도가 높게 나타났다.한편,학업성 에 따라 여의 형태

도 달라지는데 이두휴,남경희,손 종,오경희(2007)자녀의 성 이 상 권에 속

하는 경우 직 인 여보다는 간 인 략이 효과 인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

고 있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녀의 학업성 이 높은 경우 부모의 교육지원활

동 교육에 한 심도가 높았으며 학업성 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방법을 사

용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내용

이두휴,남경희,손 종,

오경희(2007)

-자녀들이 보여주는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자녀교육지원활동 자

녀교육에 한 략이 달라짐

-자녀의 성 이 상 권에 속하는 경우 직 인 여보다는 간

인 략을 사용함

Carpenter,Fleishman(1987)
-자녀가 학교에서 양호한 학업수행을 보이면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그것이 자녀의 학 진학을 높이는 계기가 됨

이정화(1995) -성 수 에 따른 교육지원활동의 차이가 있었음

조을련(1998) -성 이 상 권인 자녀의 어머니가 교육지원활동에 극 이었음

최지선(2009)
-자녀의 성 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한 심도의 차

이가 있음

<표 Ⅱ-23>선행연구에서 자녀의 학업성 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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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로결정

진로결정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

루어진 결과,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결정 시기에 합리 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한 그러한 결정을 의미한다(이성식,2007).진로결정은 개인의 자아실 과

행복한 삶 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어떠한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측면이 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로결정이 요하며,진로결

정은 자신의 흥미와 성,직업에 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문승태,이상래,2002). 한,고등학생 시기의 진로결정은 학에서의

공유지와 이탈 등과도 련이 있기 때문에 요함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은 다양한 변인과 련이 있었는데 개인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등도 진로결정에 향을 미쳤지만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변인들도 진로결정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는 진로와 련된 부모의 행동 개입이

진로결정어려움(CareerDecision-MakingDifficulties)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 연구에서 쓰인 진로결정어려움에는 진로미결정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한편,이은경(2003)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에 한 확

신성이 높다고 하 으며,김혜은(2008)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지지가 진로결정수 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정서 지지

가 진로결정수 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수(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로

부터 사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진로결정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2004)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부모의 지지가 유의미한 향을

주었는데,칭찬,인정,격려 등의 심리 지지와 련된 지지와 물질 지원 등이

유의미한 향을 주며,의사존 도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한편,신종임(2010)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직 인

향은 없었으며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여 진로미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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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내용

Dietrich,Kracke(2009)
-진로와 련된 부모의 행동 개입이 진로결정어려움(Career

Decision-MakingDifficulties)을 측함

이은경(2003)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에 한 확신성이 높음

김혜은(2008)

-여학생의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지지가 진로결정수

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정서 지지가 진로결정

수 을 측함

김완수(2005)
-부모로부터 사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진로결

정수 이 높음

이 자(2004)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부모의 지지가 유의미한 향을 주었는데,

칭찬,인정,격려 등의 심리 지지와 련된 지지와 물질 지원

등이 유의미한 향을 주며,의사존 도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향을

신종임(2010)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직 인 향은 없었으

며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여 진로미결정에 향을 미침

<표 Ⅱ-24>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자녀 진로결정의 계

다.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특성 종합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하 요인인 개입과 지지와 부모 자녀 특성

의 계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5>와 같다.먼 ,부모기 가 높을수록 교육

여(개입)가 높게 나타났으며,교육지원활동(지지)과도 련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경제 지 와 교육수 이 높으면 자녀의 진로결정에 한 개입이 높게 나타

났으며,자녀에 한 교육지원활동도 높은 것으로 보아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지지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직업유무 고용형태는 어머니의 직업유무 아버지

의 직업불안정성(고용형태)과 개입이 련 있었으며,어머니의 취업시간과 자녀교

육지원활동 간에는 계가 있는 연구와 없는 연구 모두 존재해 어머니의 직업유무

와 지지의 계는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업성 의 경우도 성 이 높으면 간 인 여(개입)를 보 고,지지의 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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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성별,수 출생순 의 경우 출생순 에 따라 여(개입)방식에

차이가 있었고,성별과 출생순 에 따라 어머니의 교육지원활동(지지)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과의 계를 제시하면,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개입은 진로결정어려움과

련이 있었으며,정서 지지(심리 지지에 정서 지지 포함됨)와 진로결정수 이

련 있었다.

련 특성 개입 지지

부

모

특

성

부모기
-기 가 높을수록 교육 여(개

입)가 높음

-기 에 따라 교육지원활동이 구분

되었음

경제 지 ,

교육수

-경제 지 가 높을수록 학교

공선택에서의 개입이 높음

-교육수 에 따라 개입방식에 차이

를 보임

-경제 지 가 높으면 자녀교육에

한 참여도가 높음

-교육수 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지

원을 더 잘함

직업유무

고용형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개입방

식에 차이를 보임

-아버지의 직업불안정성이 여결

핍과 련있음

-어머니의 취업시간과 교육지원활

동 간에 유의미한 계있는 연구

와 없는 연구 모두 존재함

자

녀

특

성

학업성
-자녀 학업성 에 높으면 간 인

여를 사용함

-자녀 학업성 이 양호하면 부모로

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음

성별,수

출생순

-외동,첫째의 경우 그 지 않는 경

우보다 높은 여방식을 보임주)
-아들,첫째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지

원활동이 극 임

진로결정
-부모의 강한개입은 진로결정어려

움과 련이 있었음

-정서 지지와 진로결정수 이 정

으로 련 있었음

주1)선혜연(2008)에서 자녀의 출생순 에 따라 부모 여방식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외동,첫째의 경우

높은 여방식에 한 빈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Ⅱ-25>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부모 자녀 특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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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방법

1.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 은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에 여와 부모

자녀 특성과의 계를 구명하는 것이며,그에 따른 구체 인 연구의 목표별 변인

간의 계를 구명하기 해 [그림 Ⅲ-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하 요인인 개입과,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의

수 과 부모 자녀 특성과의 계를 구명하 다. 한,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

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과의 계를 구명하 다.

[그림 Ⅲ-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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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인 1,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다.2013년 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은 총 1,356,070명이며 학년별로 살

펴보면 1학년은 451,951명,2학년은 448,747명,3학년은 455,372명이었다.연구의

상이 되는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각각 50.2%와 49.8%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1

학년과 2학년의 성별에 따른 비율도 남학생이 455,239명(50.5%),여학생이 445,459

명(49.5%)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한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인 1,2학년 은 446,619명(49.5%),비수도권에 소재한 일반

고등학교 재학 인 1,2학년은 455,079명(50.5%)으로 학년,성별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별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2013).

한편,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모두를 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의 조사 시기가 10월 말이므로 고등학교 3학년은 수시 형을 통해 이미 진로

를 확정지은 경우가 많고,정시모집 비자는 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조

사가 어려울 것으로 단하여 연구 상을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인 1,2학년으로

한정하 다.

표집방법은 유층화 군집표집을 통해서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별로 나타난

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동수표집을 하고,그 다음 성별(남학생과 여학생)비율

과 학년별(1학년 2학년)로 나타난 비율을 고려하여 동수표집을 하 다.

[그림 Ⅲ-2]연구의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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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표집의 수는 Krejcie와 Morgan(1970)이 제안한 모집단 크기에 따른 정

표본 수 설정방법에 따라 모집단의 크기가 1,000,000명일 때, 정표본의 수는 384

명이기 때문에 응답회수율 불성실응답을 고려하여 840명을 체 표본의 크기로

설정하 다.

설정한 표본인 840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 어 420명씩 조사하 으며 성

별과 학년의 비율을 같게 하 다.그리고,수도권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에 있는 학

생을 1:2의 비율로,비수도권의 경우는 충청,경상, 라권에 있는 학생을 같은 비율

로 설정하 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에 소재한 1개교,경기도에 소재한

2개교에서 각각 140명씩 조사하 으며,비수도권의 경우는 충청도과 경상도에 소재

한 1개교에서 각각 140명씩, 라도에 소재한 2개교에서 각각 70명씩을 조사하 다.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수도권 105 105 105 105 420

비수도권 105 105 105 105 420

계 210 210 210 210 840

<표 Ⅲ-1>연구의 표집 (단 :명)

3.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

다.질문지는 ⑴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⑵부모 특성,⑶자녀 특성으로 구

성하 다.각 변인들에 한 조사도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구안하 으며,특히 이

연구의 주된 구인인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문가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나머지 변인은 진로교육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박사

문가 1인과 학원에서 진로교육을 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원생 1명으로부

터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조사에 앞서 설문지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비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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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조사는 110부를 배부하여 104부(94.5%)를 회수하 으며 불성실응답과 한

부모 가정을 제외한 97부(88.1%)를 분석에 사용하 다. 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

의 신뢰도 검증을 하여 문항 내 일치도 계수(Cronbachα)를 분석하 으며,타

당도 검증을 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가.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도구의 역은 크게 개입과 지지로 구분이 되

며,지지는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로 세분화된다.첫째,개입은 Dietrich와

Kracke(2009)의 도구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 으며,총 다섯 문

항으로 구성하 다.둘째,지지는 선행연구(신효정,2009;유정이,2009;유정이,황

재원,박지아,2009;최 순,2011;Keller,Whiston,2008;Phillips외,2001;

Turner외,2003)의 하 역과 문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리 지지는 네 문항,

행동 지지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 다.이와 같이 구안한 부모의 자녀 진로의

사결정 여 도구는 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한 후 사용하 다.이 때,참여

한 문가는 일반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1인,진로교육 문가(고등학생의

진로 련 연구 유경험자)1인,일반고등학교의 담임교사 2인이다.이 문가들에게

연구자가 구안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도구에 한 검토를 받았으며,

문가들은 모두 석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 다.한편, 문가 검토를 통해

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체를 일 되게 수정

하 으며,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문항의 표 을 수정하 다.

특히,문항의 구조는 심리 지지의 경우 자녀의 측면에서 느끼는 부모의 심리

지지에 한 문항이었다.하지만,행동 지지는 부모가 하는 구체 인 행동에

해 제시하고 있어 심리 지지의 문항과 주체가 일치하지 않았다.이를 심리

지지의 문항을 부모의 측면으로 진술되도록 수정하 다. 를 들어,‘부모님은 나

의 진로선택에 따른 걱정·불안·스트 스를 덜어 다’같이 제시된 문항을 ‘부모님

은 나의 진로결정에 따른 걱정·불안·스트 스를 덜어주는 말이나 표 을 하신다’

로 수정하 다.

비조사를 통해서 신뢰도(Cronbachα)를 검증한 결과,개입은 .801,심리 지



69

지는 .745,행동 지지는 .701로 신뢰할 수 있는 수 으로 나타났다.본조사에서

는 개입이 .804,심리 지지가 .789,행동 지지가 .752로 역시 신뢰할 수 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α)

비조사(n=194) 본조사(n=1,364)

개입 .801 .804

심리 지지 .745 .789

행동 지지 .701 .753

주1)표집 인원은 비조사가 97명,본조사가 682명이나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아버지와 어머

니에 해 응답해 비조사는 총 194명,본조사는 총 1,364명이 분석에 사용됨

주2)신뢰도는 Nunnally(1978)에 의하면,탐색 인 연구 분야에는 .60이면 충분하고,기 연구분야에서는

.80, 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분야에서는 .90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 음. 한,VandeVen,

Ferry(1980)에 의하면,조직 단 의 분석 수 에서 일반 으로 요구되어지는 .60이상이면 측정 도구

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 다.따라서,이 연구에서는 체 으로

최소 .701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에 무리가 없을 것을 단됨

<표 Ⅲ-2>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신뢰도 계수

한편, 비조사 본조사의 요인분석을 통해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가

세 하 요인인 개입,심리 지지,행동 지지로 분류됨을 확인하 다.

구분 문항
비조사(n=194) 본조사(n=1,364)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개입

1 .773 .667

2 .786 .738

3 .756 .836

4 .600 .671

5 .698 .777

심리

지지

1 .789 .770

2 .764 .822

3 .420 .702

4 .546 .555

행동

지지

1 .610 .519

2 .743 .723

3 .700 .749

4 .582 .593

5 .596 .713

<표 Ⅲ-3>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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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모 특성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부모 특성 도구는 부모기 ,경제

지 ,교육수 ,직업유무,고용형태로 구성된다.

첫째,부모기 를 측정하기 한 도구는 김경아(2005)연구의 ‘진로기 ’도구와

김 민(2012)연구의 ‘직업기 ’에서 성공지향,명성기 에 한 하 요인 총 여덟

문항으로 구성하 다. 비조사 시 신뢰도 분석을 통해 ‘부모님은 내가 다른 형제

자매보다 직업에 한 꿈을 크게 갖기 원한다’와 ‘부모님은 내가 가장 성공한 직

업인이길 바란다’의 두 문항을 제외한 총 여섯 문항을 본조사에 사용하 다.본조

사에서 부모기 의 신뢰도(Cronbachα)는 .879로 나타났다.

둘째,경제 지 는 월 소득으로 1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 로 여섯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셋째,교육수 은 졸이하부터 박사

졸업까지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 어 조사하 으나 박사졸업의 경우 사례수가

어 이후 석사졸업과 함께 ‘학원졸’로 통합하여 분석하 다.넷째,고용형태는 정

규직(자 업포함)과 계약직,일용직의 세 그룹으로 나뉜다.부모 특성은 모두 아버

지,어머니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다.자녀 특성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자녀 특성 도구는 자녀 성별,수

출생순 와 학업성 ,진로결정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 다.먼 ,자녀 수는 1명

부터 3명 이상까지의 세 그룹으로 구분되며 출생순 는 외동,첫째부터 셋째 이상

까지의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둘째,자녀의 학업성 은 지역별·학교별 편차 때문

에 내신보다는 조사 시기를 기 으로 가장 최근에 치룬 국모의고사를 기 으로

하 으며,홍진기(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1-2,3-4,5-6,7등 이하의 네 그룹으

로 구분하 다.마지막으로 자녀 진로결정은 Osipow,Carney,Winter,Yanico&

Koschier(1976)의 CDS(CareerDecisionScale)검사를 Lee(1994)의 연구에서와 같

이 확신성을 한 문항으로 조사하 다.



71

앞서 제시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부모 특성,자녀 특성 기타 인구

통계학 특성으로 구성된 조사도구의 구성내용을 정리하면 <표 Ⅲ-4>와 같다.

구분 문항 수1) 문항번호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개입 5(10) Ⅰ-1∼5

지지
심리 지지 4(8) Ⅰ-6∼9

행동 지지 5(10) Ⅰ-10∼14

부모 특성

부모기 6(12) Ⅱ-1∼6

교육수 1(2) Ⅳ-6

직업유무 1(2) Ⅳ-7

고용형태 1(2) Ⅳ-8

경제 지 1(2) Ⅳ-9

자녀 특성

성별 1 Ⅳ-1

형제 수 1 Ⅳ-3

출생순 1 Ⅳ-4

학업성 1 Ⅳ-5

진로결정 1 Ⅲ-1

기타 인구통계학

특성
학년 1 Ⅳ-1

주1)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특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하여 각각 응답함. 호안의 문

항 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한 문항으로 계산했을 때의 문항수임

<표 Ⅲ-4>조사도구 구성

4.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직 학교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다.질문지는 일반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달

되었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달하여 교사가 보는 앞에서 학생이 질문지에 응답하

다.이 때,원활한 자료 수집을 해서 담당교사에게는 연구의 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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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문과 질문지 사은품,반송용 투를 동 하 다.질문지는 총 840부를

배부하여 39부를 제외한 801부(96.1%)가 회수되었으며 이 에서 불성실응답과 한

부모 가정 학생이 작성한 질문지 119부를 제외한 682부(81.2%)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682명 남학생은 329명으로 48.2%,여학생은 353명으로 51.8%

다.학년은 1학년이 346명으로 50.7%,2학년은 336명으로 49.3% 으며 수도권의

학생은 342명으로 50.1%,비수도권은 340명으로 49.9% 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329 48.2

여학생 353 51.8

학년

1학년 346 50.7

2학년 336 49.3

지역

수도권 342 50.1

비수도권 340 49.9

계 682 100.0

<표 Ⅲ-5>응답자의 일반 특성

5.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forWindows18.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별로

제시된 통계기법에 따라 분석하 으며,그 내용은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어떠한

가?’의 하 연구문제 1-1‘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수 은

어떠한가?’는 기술통계를 통해 구명하 으며,연구문제 1-2‘일반고등학교 학부모 성

별에 따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수 의 차이는 어떠한가?’는 t검정을 통해 분석

하 다.연구문제 1-3‘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성하는

개입과 지지(심리 ,행동 )의 계는 어떠한가?’는 상 분석을 통해 구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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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의 하 연구문제 2-1‘부모기 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는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구명하 다.연구문제 2-1,2-3,

2-5는 F검정으로,연구문제 2-4는 t검정으로 분석하 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의 하 연구문제 3-1‘자녀 성별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는 t검정으로 분석하 으며 연구문제 3-2,3-3,3-4는 F검

정을 통해 분석하 다. 한 연구문제 3-5‘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자

녀 진로결정과의 계는 어떠한가?’는 상 분석 통해 구명하 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

모 자녀 특성과의 계는 어떠한가?’의 하 연구문제 4-1‘일반고등학교 학부

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은 어떠한가?’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하 다.

군집분석은 많은 객체(object)들을 일정한 속성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

여,같은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의 상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통계분석법이다(원태연,정성원,2010).군집화는 객체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유사성 거리로 환산하여,유사성 거리가 상 으로 가까운 객체들

을 동질 인 집단으로 묶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에

따라 개입,심리 지지,행동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는 F검정으로 분석하 다.

연구문제 4-2,4-3은 χ2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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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기법

연구문제 1.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은 어떠한가? 기술통계

연구문제 1-2:일반고등학교 학부모 성별에 따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의

차이는 어떠한가?
t검정

연구문제 1-3: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성하는 개입

과 지지(심리 ,행동 )의 계는 어떠한가?
상 분석

연구문제 2.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1:부모기 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상 분석

회귀분석

연구문제 2-2:경제 지 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F검정

연구문제 2-3:교육수 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F검정

연구문제 2-4:직업유무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t검정

연구문제 2-5:고용형태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F검정

연구문제 3.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1:자녀의 성별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t검정

연구문제 3-2:자녀의 수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F검정

연구문제 3-3:자녀의 출생순 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F검정

연구문제 3-4:자녀의 학업성 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는 어떠한가? F검정

연구문제 3-5: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자녀 진로결정과의 계는 어떠

한가?
상 분석

연구문제 4.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과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1: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은 어떠한가?
군집분석

F검정

연구문제 4-2: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의 계

는 어떠한가?
χ2검정

연구문제 4-3: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의

계는 어떠한가?

<표 Ⅲ-6>연구문제별 통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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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결과 논의

1. 찰변인의 기 통계치

찰변인의 기 통계치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기 통계치와 부

모 특성변인에 한 통계치,자녀 특성변인에 한 통계치로 구분할 수 있다.그

에서,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특성 부모기 그리고 자녀 특

성 진로결정의 기 통계치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개입의 문항 수는 다섯 문항이며,지지의 문

항은 아홉 문항이고 그 에서 심리 지지가 네 문항,행동 지지가 다섯 문항

이다.부모기 는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진로결정은 한 문항이었다.부

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특성 에서 부모기 에 해 부모 체,아

버지,어머니 별로,평균,표 편차,최솟값,최댓값,반응가능범 그리고 5 환

산 평균을 제시하 다. 한 진로결정에 해 평균,표 편차,최솟값,최댓값,반

응가능범 를 제시하 다.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경우 평균을 5 으로 환산해 보면 개입이

2.27,지지가 3.04,심리 지지가 3.37,행동 지지가 2.78로 나타나 심리 지지,

지지(심리 +행동 ),행동 지지,개입의 순으로 나타났다.아버지는 개입이 2.26,

지지가 2.95,심리 지지가 3.25,행동 지지가 2.71로 나타났고,어머니는 개입이

2.28,지지가 3.12,심리 지지가 3.48,행동 지지가 2.84로,부모 체와 마찬가

지로 심리 지지,지지(심리 +행동 ),행동 지지,개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기 의 경우 5 환산 평균이 부모 체가 3.43,아버지가 3.45,어머니가

3.40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자녀의 진로결정은 4 척도

로 측정하 으며 평균은 2.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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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명)
문항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반응가능

범
환산평균

부
모
의

자
녀

진
로
의
사
결
정

여

체

개입 1,364 5 11.37 3.973 5 24 5-25 2.27

지지 1,364 9 27.35 6.573 9 45 9-45 3.04

심리 1,364 4 13.47 3.330 4 20 4-20 3.37

행동 1,364 5 13.89 3.995 5 25 5-25 2.78

아

버

지

개입 682 5 11.32 4.057 5 24 5-25 2.26

지지 682 9 26.59 6.766 9 45 9-45 2.95

심리 682 4 13.02 3.453 4 20 4-20 3.25

행동 682 5 13.57 4.031 5 25 5-25 2.71

어

머

니

개입 682 5 11.41 3.890 5 23 5-25 2.28

지지 682 9 28.12 6.287 9 45 9-45 3.12

심리 682 4 13.91 3.142 4 20 4-20 3.48

행동 682 5 14.20 3.935 5 25 5-25 2.84

부
모
기

체 1,364 6 20.39 4.928 6 30 6-30 3.43

아버지 682 6 20.40 5.017 6 30 6-30 3.45

어머니 682 6 20.39 4.841 6 30 6-30 3.40

진로결정 682 1 2.79 .815 1 4 1-4 -

<표 Ⅳ-1>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부모기 자녀 진로결정의 기 통계치

다음으로,부모기 를 제외한 부모 특성의 기 통계치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첫째,교육수 은 체 1,364명 아버지,어머니 각각 무응답한 5명을 제외

한 1,354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부모 체는 졸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36.0%), 학원졸(8.5%), 졸이하(2.1%)의 순으로 나타났다.아버

지와 어머니에서도 졸,고졸, 학원졸, 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났지만,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졸과 학원졸의 비율이,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고졸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경제 지 의 경우,아버지는 무응답한 48명을 제외한 634명을,어머니는

직업이 없는 경우와 무응답한 239명을 제외한 443명을 합한 총 1,077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부모 체에서 200-300만원이 22.0%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100-200만원(20.5%),300-400만원(20.2%),500만원 이상(18.8%),400-500만원(12.9%),

100만원미만(5.5%)의 순으로 나타났다.경제 지 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500만원 이상이 26.3%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300-400만원

(23.7%),200-300만원(20.7%),400-500만원(18.3%),100-200만원(9.0%),100만원미만

(2.1%)의 순으로 나타났다.어머니는 100-200만원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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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200-300만원(23.9%),300-400만원(15.3%),100만원미만(10.4%),500만원 이상

(8.1%),400-500만원(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직업유무는 체 1,364명 아버지,어머니 각각 무응답한 3명을 제외한

1,358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부모 체에서는 ‘직업 있음’이 82.7%,‘직업 없음’

이 17.3%로 나타났으며,아버지는 ‘직업 있음’이 97.5%로 부분이 직업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어머니는 ‘직업 있음’이 67.9%,‘직업 없음’이 32.1%로 나타났다.

넷째,고용형태의 경우,아버지는 무응답한 27명을 제외한 655명을,어머니는 직

업이 없는 경우와 무응답한 223명을 제외한 459명을 합한 총 1,114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부모 체에서는 정규직이 85.1%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계약직

(10.9%),일용직(4.0%)의 순으로 나타났다.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경우에서도 정

규직,계약직,일용직의 순으로 나타났지만,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체 아버지 어머니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교육

수

졸이하 29 2.1 15 2.2 14 2.1

고졸 488 36.0 192 28.4 296 43.7

졸 722 53.3 391 57.3 331 48.9

학원졸 115 8.5 79 11.6 36 5.3

계 1,354 100.0 677 100.0 677 100.0

경제

지

100만원 미만 59 5.5 13 2.1 46 10.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1 20.5 57 9.0 164 37.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37 22.0 131 20.7 106 2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18 20.2 150 23.7 68 15.3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39 12.9 116 18.3 23 5.2

500만원 이상 203 18.8 167 26.3 36 8.1

계 1,077 100.0 634 100.0 443 100.0

직업

유무

있음 1,123 82.7 662 97.5 461 67.9

없음 235 17.3 17 2.5 218 32.1

계 1,358 100.0 679 100.0 679 100.0

고용

형태

정규직(자 업포함) 948 85.1 598 91.3 350 76.3

계약직 121 10.9 39 6.0 82 17.9

일용직 45 4.0 18 2.7 27 5.9

계 1,114 100.0 655 100.0 459 100.0

<표 Ⅳ-2>부모 특성의 기 통계치

자녀의 진로결정을 제외한 자녀 특성의 기 통계치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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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녀 성별은 남학생이 329명으로 체 응답자의 48.2%,여학생은 353명으로

체 응답자의 51.8% 다.둘째,자녀의 수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한 681명을 상

으로 분석하 다.자녀의 수가 2명이 68.3%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3명 이

상(23.3%),1명(8.4%)의 순으로 나타났다.셋째,출생순 는 무응답 2명을 제외한

680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둘째가 50.6%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첫째

(39.7%),셋째 이상(1.3%)의 순으로 나타났다.넷째,학업성 은 조사 시기를 기

으로 가장 최근에 본 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의 등 으로 조사하 으며,무응

답 5명을 제외한 677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모의고사 3-4등 이 42.8%로 가

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5-6등 (34.7%),1-2등 (11.4%),7등 이하(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329 48.2

여학생 353 51.8

계 682 100.0

수

1명 57 8.4

2명 465 68.3

3명 이상 159 23.3

계 681 100.0

출생순

외동 57 8.4

첫째 270 39.7

둘째 344 50.6

셋째 이상 9 1.3

계 680 100.0

학업성

1-2등 77 11.4

3-4등 290 42.8

5-6등 235 34.7

7등 이하 75 11.1

계 677 100.0

<표 Ⅳ-3>자녀 특성의 기 통계치

2.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가.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은 앞서 찰변인의 기 통계치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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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 Ⅳ-1>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개입,심리 지지,행동 지지는 심리

지지,행동 지지,개입의 순으로 나타났으나,심리 지지는 3 ·반,개입

은 2 반,행동 지지는 2 후반으로 보통(3.00)수 보다 약간 높거나

혹은 보통(3.00)이하의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의 차이는 다음의

<표 Ⅳ-4>와 같다.개입은 아버지의 평균이 2.26,어머니의 평균이 2.28로 어머니

가 조 높게 나타났으나,그 차이가 통계 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지지는 아버지의 평균이 2.95,어머니의 평균이 3.12로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고,유의수 .001에서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심리 지지의 경우,아버지의 평균이 3.25,어머니의 평균이 3.48로 어머니

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 .001에서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행동 지지는 아버지의 평균이 2.71,어머니의 평균이 2.84로 어

머니가 높게 나타났으며,유의수 .01에서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집단 간에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입에서는 통계 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

나,지지에서는 모두 부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심리 지

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 편차 t

개입
아버지 682 2.26 0.811

-.409
어머니 682 2.28 0.778

지지
아버지 682 2.95 0.752

-4.324***

어머니 682 3.12 0.699

심리
아버지 682 3.25 0.863

-5.020***

어머니 682 3.48 0.786

행동
아버지 682 2.71 0.806

-2.930**

어머니 682 2.84 0.787

***p<.001,**p<.01

<표 Ⅳ-4>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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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개입과 지지의 계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성하고 있는 개입과 지지(체,심리 ,행동

)의 상 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5>와 같다.먼 ,부모 체에서 개입과

지지 체는 유의미한 정 상 (r=.064,p<.05)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064로 매우

약한 상 계로 나타났다.그러나,개입과 심리 지지와의 상 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행동 지지는 유의미한 정 상 (r=.134,p<.01)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134로 약한 상 계로 나타났다.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는 유의미한 정 상

(r=.607,p<.01)이었고,상 계수가 .607로 체로 강한 상 계로 나타났다.

둘째,아버지는 개입과 지지 체에서 유의미한 정 상 (r=.111,p<.01)이 있

었지만,상 계수가 .111로 약한 상 계로 나타났다.그러나,개입과 심리 지

지와의 상 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개입과 행동 지지는 유의미한 정 상

(r=.188,p<.01)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188로 약한 상 계로 나타났다.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는 유의미한 정 상 (r=.630,p<.01)이었고,상 계수가 .630

으로 체로 강한 상 계로 나타났다.

구분 개입
지지

체 심리 행동

체

개입 1

지지 .064* 1

심리 -.035 .876** 1

행동 .134** .915** .607** 1

아

버

지

개입 1

지지 .111** 1

심리 -.002 .887** 1

행동 .188** .918** .632** 1

어

머

니

개입 1

지지 .017 1

심리 -.076* .858** 1

행동 .076** .912** .573** 1
**p<.01,*p<.05

<표 Ⅳ-5>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개입 지지의 상 분석

셋째,어머니는 개입과 지지 체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반면,개입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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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유의미한 부 상 (r=-.076,p<.05)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076으로 매

우 약한 상 계로 나타났다.개입과 행동 지지는 유의미한 정 상 (r=.076,

p<.01)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076로 매우 약한 상 계로 나타났다.

3.부모 자녀 특성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

부모 특성(부모기 ,직업유무,고용형태,교육수 ,경제 지 ) 자녀 특성

(성별,수,출생순 ,학업성 ,진로결정)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부모 특성

1)부모기

부모기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간 상 계는 다음의 <표 Ⅳ-6>과

같다.먼 부모 체에서 부모기 와 개입은 유의미한 정 상 (r=.443,p<.01)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443으로 약하지도,강하지도 않은 보통수 의 상 계로

나타났다.지지 체와도 유의미한 정 상 (r=.063,p<.05)이 있었지만,상 계수

가 .063으로 매우 약한 상 계임을 알 수 있었으며,행동 지지와도 유의미한

정 상 (r=.099,p<.05)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099로 역시 약한 상 계를 보

다.반면,부모기 와 심리 지지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도 부모기 와 개입은 유의미한 정 상 (r=.435,p<.01)이 있었지만,

상 계수가 .435로 보통수 의 상 계로 나타났다.지지 체와도 유의미한 정 상

(r=.088,p<.05)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088로 매우 약한 상 계임을 알 수 있었

으며,개입과 행동 지지도 유의미한 정 상 (r=.134,p<.01)이 있었지만,상 계수

가 .134로 약한 상 계 으며,심리 지지와는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경우는 부모기 와 개입은 유의미한 정 상 (r=.453,p<.01)이

있었지만,상 계수가 .453으로 보통수 의 상 계로 나타났다.한편,지지 체,심

리 지지,행동 지지는 기 와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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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입
지지

체 심리 행동

부모

기

체 .443** .063* .007 .099**

아버지 .435** .088* .016 .134**

어머니 .453** .046 .006 .068

**p<.01,*p<.05

<표 Ⅳ-6>부모기 와 부모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상 분석

부모기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

-7>과 같다.상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체,아버지,어머니에서 부모기 가

개입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와 아버지에서 부모기 는 행

동 지지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B 표 오차 β

체
1)

개입 .429 .024 .443 18.226**

지지 .057 .024 .063 2.345*

심리 .007 .028 .007 .242

행동 .096 .026 .099 3.667**

아

버

지
2)

개입 .424 .034 .435 12.588**

지지 .079 .035 .088 2.298*

심리 .016 .040 .016 .407

행동 .130 .037 .134 3.525**

어

머

니
3)

개입 .437 .033 .453 13.247**

지지 .040 .033 .046 1.198

심리 .006 .037 .006 .167

행동 .067 .037 .068 1.783
**p<.01,*p<.05

주1:개입 R=.443,R2=.196,R2adj=.195,F=332.200
**,지지 R=.063,R2=.004,R2adj=.003,F=5.499,심리 지지 R=.007,

R2=.000,R2adj=-.001,F=.058,행동 지지 R=.099,R2=.010,R2adj=.009,F=13.448
**

주2:개입 R=.435,R2=.189,R2adj=.188,F=158.464
**,지지 R=.088,R2=.008,R2adj=.006,F=5.283,심리 지지 R=.016,

R2=.000,R2adj=-.001,F=.166,행동 지지 R=.134,R2=.018,R2adj=.017,F=12.428
**

주3:개입 R=.453,R2=.205,R2adj=.204,F=175.477
**,지지 R=.046,R2=.002,R2adj=.001,F=1.436,심리 지지 R=.006,

R2=.000,R2adj=-.001,F=.028,행동 지지 R=.068,R2=.005,R2adj=.003,F=3.178

<표 Ⅳ-7>부모기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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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수

부모의 교육수 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차이는 다음의 <표 Ⅳ-8>과

같다.먼 부모 체에서 개입은 졸이하 2.17,고졸 2.20, 졸 2.31, 학원졸

2.41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체로 개입의 수가 높았고,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사후검증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지지는

졸이하 2.81,고졸 2.95, 졸 3.08, 학원졸 3.28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사후검증 결과 졸이하와 학원졸,고졸과 졸, 학원졸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심리 지지는 졸이하 3.18,고졸 3.29, 졸 3.41, 학원졸

3.52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심리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사후검증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행동 지지의 경우 졸이하 2.51,고

졸,2.67, 졸 2.82, 학원졸 3.09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행동 지지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졸이하와 학원졸,고졸과 졸, 학원졸, 졸과 학원졸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개입은 졸이하 1.91,고졸 2.25, 졸 2.27, 학원졸 2.41로 교

육수 이 높을수록 개입의 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지지는 졸이하 2.87,고졸 2.82, 졸 2.98,

학원졸 3.23로 고졸을 제외하고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사후검

증 결과 고졸과 학원졸, 졸과 학원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심리 지지는 졸이하 3.28,고졸 3.13, 졸 3.29, 학원졸 3.44로 고졸

을 제외하고 교육수 이 높을수록 심리 지지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행동 지지는 졸이하 2.53,고졸 2.58, 졸 2.73, 학원

졸 3.05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행동 지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그 차이

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사후검증 결과 고졸과

졸, 졸과 학원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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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졸 이하 고졸 졸 학원졸

F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2.17 .744 2.20 .775 2.31 .794 2.41 .866 3.058*2)

지지 2.81 .737 2.95 .718 3.08 .719 3.28 .749 8.556***3)

심리 3.18 .906 3.29 .809 3.41 .833 3.52 .838 3.714*4)

행동 2.51 .806 2.67 .796 2.82 .771 3.09 .864 10.443***5)

아

버

지

개입 1.91 .692 2.25 .809 2.27 .803 2.41 .856 1.858

지지 2.87 .730 2.82 .780 2.98 .727 3.23 .720 5.687**6)

심리 3.28 .860 3.13 .876 3.29 .855 3.44 .818 2.948*7)

행동 2.53 .799 2.58 .843 2.73 .764 3.05 .813 6.792***8)

어

머

니

개입 2.46 .712 2.18 .752 2.36 .781 2.42 .901 3.503**9)

지지 2.75 .767 3.03 .665 3.21 .690 3.40 .809 6.654***10)

심리 3.07 .973 3.40 .742 3.56 .782 3.69 .867 4.125**11)

행동 2.49 .844 2.73 .760 2.93 .768 3.16 .974 6.292***12)

***p<.001,**p<.01,*p<.05

주1)분석에 사용된 수는 체(졸이하:29,고졸:488, 졸:722, 학원졸:115),아버지(졸이하:15,고졸:192,

졸:391, 학원졸:79),어머니(졸 이하:14,고졸:296, 졸:331, 학원졸:36)임

주2) 체 개입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주3) 체 지지는 졸이하와 학원졸(p<.05),고졸과 졸(p<.05), 학원졸(p<.001)이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4) 체 심리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주5) 체 행동 지지는 졸이하와 학원졸(p<.01),고졸과 졸(p<.05), 학원졸(p<.001), 졸과

학원졸(p<.05)사이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6)아버지의 지지는 고졸과 학원졸(p<.001), 졸과 학원졸(p<.01)사이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7)아버지의 심리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주8)아버지의 행동 지지는 고졸과 졸(p<.001), 졸과 학원졸(p<.05)간에 scheffe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9)어머니의 개입은 고졸과 졸(p<.05)간에 scheffe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10)어머니의 지지는 졸이하와 학원졸(p<.05),고졸과 졸(p<.05), 학원졸(p<.05)사이에 사후검증(scheffe)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11)어머니 심리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주12)어머니 행동 지지는 고졸과 졸(p<.05), 학원졸(p<.05)사이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Ⅳ-8>부모의 교육수 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어머니의 경우 개입은 졸이하 2.46,고졸 2.18, 졸 2.36, 학원졸 2.42로

졸이하를 제외하고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개입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

이하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에서는 개입의 수 이 높게 나타났고,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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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사후검증 결과 고졸과

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의 경우 졸 이하 2.75,

고졸 3.03, 졸 3.21, 학원졸 3.40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졸이하와 학원졸,고졸과 졸, 학원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리 지지의 경우 졸이하 3.07,고졸 3.40, 졸

3.56, 학원졸 3.69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심리 지지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행동 지지는 졸이하 2.49,고졸

2.73, 졸 2.93, 학원졸 3.16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행동 지지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고졸과 졸, 학원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경제 지

월 소득을 기 으로 부모의 경제 지 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9>와 같다.아버지의 경우 부분이 직업이 있어

본인의 경제 지 (월 소득)에 따라서 그 차이를 분석하 고,어머니의 경우 직

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 지 배우자의 경

제 지 두 가지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먼 ,부모 체에서 개입은 100만원 미만이 2.27,100-200만원이 2.27,200-300

만원이 2.25,300-400만원이 2.32,400-500만원이 2.25,500만원 이상이 2.41로 나타

났으며,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지지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3.02,100-200만원이 3.12,200-300만원이 2.98,300-400만원이

3.00,400-500만원이 3.06,500만원 이상이 3.15로 경제 지 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심리 지지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3.35,100-200만원이 3.43,200-300만

원이 3.31,300-400만원이 3.30,400-500만원이 3.34,500만원 이상이 3.41로 500만

원 이상일 때에 심리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행동 지지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2.75,100-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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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2.87,200-300만원이 2.71,300-400만원이 2.76,400-500만원이 2.83,500만원

이상이 2.94로 500만원 이상일 때에 행동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경우 개입은 100만원 미만이 2.14,100-200만원이 2.15,200-300만원이

2.21,300-400만원이 2.26,400-500만원이 2.22,500만원 이상이 2.42로 나타났으며,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지지는 100만원 미만이

2.68,100-200만원이 2.81,200-300만원이 2.90,300-400만원이 2.94,400-500만원이

3.01,500만원 이상이 3.13으로 경제 지 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사후검증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심리 지지는 100만원 미만이 3.08,100-200만원

이 3.14,200-300만원이 3.23,300-400만원이 3.26,400-500만원이 3.29,500만원 이

상이 3.38로 경제 지 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행동 지지는 100만원 미만이 2.35,100-200만원이 2.55,200-300만원이

2.64,300-400만원이 2.69,400-500만원이 2.78,500만원 이상이 2.93으로 경제 지

가 높을수록 행동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지 에 따라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경우 개입은 100만원 미만 2.31,100-200만원 2.31,200-300만원 2.30,

300-400만원 2.45,400-500만원 2.43,500만원 이상 2.34로 나타났으며,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지지는 100만원 미만 3.11,

100-200만원 3.23,200-300만원 3.07,300-400만원 3.13,400-500만원 3.31,500만원

이상 3.24로 나타났으며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 모두 마찬가지로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개입과 지지 모두 경제 지 가 높을수록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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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200-

300만원

300-

400만원

400-

500만원
500만원 이상

F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2.27 .722 2.27 .812 2.25 .783 2.32 .801 2.25 .684 2.41 .910 1.073

지지 3.02 .834 3.12 .732 2.98 .731 3.00 .731 3.06 .642 3.15 .763 1.858

심리 3.35 .855 3.43 .797 3.31 .891 3.30 .826 3.34 .755 3.41 .851 .854

행동 2.75 .931 2.87 .813 2.71 .759 2.76 .777 2.83 .727 2.94 .836 2.409*2)

아

버

지

개입 2.14 .624 2.15 .912 2.21 .804 2.26 .780 2.22 .673 2.42 .899 1.703

지지 2.68 .693 2.81 .793 2.90 .765 2.94 .736 3.01 .654 3.13 .747 2.853*3)

심리 3.08 .710 3.14 .861 3.23 .939 3.26 .834 3.29 .781 3.38 .849 1.079

행동 2.35 .708 2.55 .895 2.64 .766 2.69 .774 2.78 .733 2.93 .811 3.811**4)

어

머

니

개입 2.31 .749 2.31 .773 2.30 .759 2.45 .836 2.43 .723 2.34 .973 .822

지지 3.11 .852 3.23 .680 3.07 .680 3.13 .709 3.31 .516 3.24 .839 .410

심리 3.43 .883 3.53 .751 3.41 .822 3.41 .805 3.60 .553 3.53 .860 .712

행동 2.86 .963 2.98 .753 2.80 .746 2.90 .772 3.08 .660 3.01 .954 .372

**p<.01,*p<.05

주1)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체(100만원 미만:59,100만원-200만원:221,200만원-300만원:237,

300만원-400만원:218,400만원-500만원:139,500만원 이상:203),아버지(100만원 미만:13,100만원-200만원:

57,200만원-300만원:131,300만원-400만원:150,400만원-500만원:116,500만원 이상:167),어머니(100만원

미만:46,100만원-200만원:164,200만원-300만원:106,300만원-400만원:68,400만원-500만원:23,500만원

이상:36)임

주2) 체 행동 지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지

않음

주3)아버지의 지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지 않음

주4)아버지의 행동 지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지 않음

<표 Ⅳ-9>부모의 경제 지 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한편,배우자(아버지)의 경제 지 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개입은 100만원 미만 2.09,100-200만원

2.36,200-300만원 2.23,300-400만원 2.27,400-500만원 2.33,500만원 이상 2.26로

나타났으며,그 차이가 배우자의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지지는 100만원 미만 2.97,100-200만원 2.99,200-300만원 3.09,300-400만

원 3.11,400-500만원 3.18,500만원 이상 3.22로 나타나 경제 지 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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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수 이 조 씩 높았으나 그 차이가 배우자의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 모두 배우자의 경제

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구분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200-

300만원

300-

400만원

400-

500만원
500만원 이상

F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개입 2.09 .701 2.36 .923 2.23 .793 2.27 .759 2.33 .682 2.26 .768 .513

지지 2.97 .709 2.99 .762 3.09 .706 3.11 .669 3.18 .619 3.22 .724 1.433

심리 3.37 .922 3.36 .744 3.44 .846 3.53 .737 3.52 .707 3.51 .797 .620

행동 2.65 .644 2.70 .908 2.81 .759 2.79 .745 2.91 .705 3.00 .823 2.173

주1)배우자 소득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100만원 미만:13,100만원-200만원:57,200만원-300만원:131,

300만원-400만원:150,400만원-500만원:116,500만원 이상:167임

<표 Ⅳ-10>어머니의 배우자 경제 지 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4)직업유무

부모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먼 ,부모 체에서 개입평균은 ‘직업 있음’이 2.29,‘직업 없음’이

2.20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의 평균이 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부모의 직

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직업 있음’이 3.05,‘직업

없음’이 3.02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심리 지지는 ‘직업 있음’이 3.35,

‘직업 없음’이 3.47로 직업이 없는 경우에 심리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유

의수 .05에서 그 차이가 부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행동 지지는 ‘직업 있음’이 2.81,‘직업 없음’이 2.65로 직업이 있는 경

우가 더 높았으며,유의수 .01에서 그 차이가 부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개입은 ‘직업 있음’이 2.26,‘직업 없음’이 2.38로 직업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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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그 차이가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직업 있음’이 2.97,‘직업 없음’이 2.76으로 직업이 있는 경

우가 높게 나타났으나,그 차이가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도 직업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직업있음 직업없음

t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1,123 2.29 .801 235 2.20 .753 1.592

지지 1,123 3.05 .741 235 3.02 .657 .721

심리 1,123 3.35 .840 235 3.47 .773 -2.004*

행동 1,123 2.81 .804 235 2.65 .738 2.776**

아

버

지

개입 662 2.26 .808 17 2.38 .911 -.563

지지 662 2.97 .750 17 2.76 .614 1.132

심리 662 3.26 .863 17 3.12 .801 .686

행동 662 2.73 .804 17 2.47 .608 1.313

어

머

니

개입 461 2.33 .790 218 2.19 .740 2.266*

지지 461 3.17 .710 218 3.04 .657 2.384*

심리 461 3.48 .790 218 3.50 .766 -.334

행동 461 2.93 .791 218 2.67 .747 4.185**

**p<.01,*p<.05

<표 Ⅳ-11>부모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어머니의 경우,개입은 ‘직업 있음’이 2.33,‘직업 없음’이 2.19로 직업이 있는 어

머니의 개입이 더 높았으며 유의수 .05에서 그 차이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지 체는 ‘직업 있음’이 3.17‘직업

없음’이 3.04로 직업이 있는 경우에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의

수 .05에서 그 차이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심리 지지는 ‘직업 있음’이 3.48,‘직업 없음’이 3.50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조 더 높게 나타났지만,그 차이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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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행동 지지는 ‘직업 있음’이 2.93,‘직업 없음’이 2.67로 직

업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 .01에서 그 차이가 어머니의 직업유

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고용형태

부모의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다음의 <표 Ⅳ-12>와 같다.

먼 ,부모 체의 경우,개입은 평균 정규직 2.29,계약직 2.29,일용직 2.28로 나

타났으며,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 체

는 정규직 3.06,계약직 3.02,일용직 2.77로 정규직과 일용직 간에 유의수 .05에

서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심리 지지는 정규직

3.36,계약직 3.31,일용직 3.13으로 일용직이 정규직과 계약직에 비해 낮았으나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행동 지지는 정규직

2.82,계약직 2.78,일용직 2.48로 유의수 .05에서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

계 으로 유의미하 고,사후검증결과 정규직과 일용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아버지의 경우,개입은 정규직 2.27,계약직 2.21,일용직 2.22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 체는 정규직 2.99,

계약직 2.71,일용직 2.62로 고용이 안정 일수록 지지의 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사후검증 결

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심리 지지는 정규직 3.28,계약직

3.06,일용직 3.10으로 정규직,일용직,계약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행동 지지는 정규직

2.76,계약직 2.43,일용직 2.23으로 고용이 안정 일수록 행동 지지의 수가 높

게 나타났고,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사후검증결과 정규직과 일용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개입은 정규직 2.33,계약직 2.33,일용직 2.32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정규직 3.19,계약

직 3.16,일용직 2.86로 정규직과 계약직은 비슷하 으나 일용직의 경우 낮게 나타

났으며,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심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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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동 지지도 정규직,계약직,일용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F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948 2.29 .795 121 2.29 .796 45 2.28 .805 .003

지지 948 3.06 .726 121 3.02 .756 45 2.77 .795 3.662*1)

심리 948 3.36 .832 121 3.31 .835 45 3.13 .899 1.861

행동 948 2.82 .792 121 2.78 .820 45 2.48 .804 4.142*2)

아

버

지

개입 598 2.27 .799 39 2.21 .825 18 2.22 .878 .124

지지 598 2.99 .742 39 2.71 .725 18 2.62 .780 4.552*3)

심리 598 3.28 .853 39 3.06 .903 18 3.10 .924 1.484

행동 598 2.76 .799 39 2.43 .731 18 2.23 .746 6.631**4)

어

머

니

개입 350 2.33 .786 82 2.33 .783 27 2.32 .767 .004

지지 350 3.19 .681 82 3.16 .730 27 2.86 .803 2.748

심리 350 3.51 .774 82 3.43 .779 27 3.15 .899 2.856

행동 350 2.93 .769 82 2.95 .810 27 2.64 .813 1.910

**p<.01,*p<.05

주1) 체 지지의 경우 정규직과 일용직에서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었음

주2) 체 행동 지지의 경우 정규직과 일용직에서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었음

주3)아버지의 지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나타나지 않음

주4)아버지의 행동 지지는 정규직과 계약직(p<.05),정규직과 일용직(p<.05)에서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Ⅳ-12>부모의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나.자녀 특성

1)성별

자녀 성별에 따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를 구명한 결과는 다음

의 <표 Ⅳ-13>과 같다.먼 ,부모 체에서 개입은 아들 2.31,딸 2.24로 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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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개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아들 3.02,딸 3.05로 딸일 경우가 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심리 지지와 행동 지

지도 아들보다 딸에게서 높게 나타났지만,그 차이가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 개입은 아들 2.32,딸 2.21로 아들에게 더 높은 개입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아들이 2.99,딸이 2.92로 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입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심리 지지와 행동 지

지도 딸보다 아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아들 딸

t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658 2.31 .809 706 2.24 .780 1.798

지지 658 3.02 .725 706 3.05 .736 -.808

심리 658 3.35 .829 706 3.38 .836 -.648

행동 658 2.76 .799 706 2.79 .800 -.789

아

버

지

개입 329 2.32 .832 353 2.21 .789 1.690

지지 329 2.99 .750 353 2.92 .753 1.066

심리 329 3.27 .862 353 3.24 .866 .537

행동 329 2.76 .804 353 2.67 .807 1.329

어

머

니

개입 329 2.31 .786 353 2.26 .771 .835

지지 329 3.06 .698 353 3.18 .694 -2.349*

심리 329 3.43 .788 353 3.52 .782 -1.563

행동 329 2.76 .794 353 2.91 .775 -2.503*

*p<.05

<표 Ⅳ-13>자녀 성별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어머니의 경우 개입은 아들이 2.31,딸이 2.26으로 아들에게 하는 개입이 높게 나

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지는 아들은 3.06,딸은 3.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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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심리 지지는 아들은 3.43,딸은 3.52로 딸에게 심리 지지를

높게 하 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행동 지지는 아들은 2.76,딸

은 2.91로 아들보다 딸에게 행동 지지를 높게 하 으며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자녀 수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를 구명한 결과는 다

음의 <표 Ⅳ-14>와 같다.먼 ,부모 체에서 개입평균은 1명이 2.25,2명이

2.29,3명 이상이 2.22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지 않았다.지지

의 경우 1명이 3.07,2명이 3.07,3명 이상이 2.93으로 1명과 2명의 지지수 은 같

았으나 3명 이상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심리 지지는 1명이 3.43,2명

3.40,3명 이상이 3.26으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2명과 3명 이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동 지지는 1명이 2.78,2명이 2.81,3명 이상이 2.68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2명과 3명 이

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개입은 1명이 2.21,2명이 2.27,3명 이상이 2.26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1명이 2.99,2

명이 2.98,3명 이상 2.86으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심리 지지,행동 지지 모두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개입은 1명이 2.28,2명이 2.31,3명 이상이 2.18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1명이 3.15,2명

이 3.16,3명 이상이 3.00으로 2명,1명,3명 이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그 차

이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2명과 3명 이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리 지지는 1명이 3.54,2명이

3.52,3명 이상이 3.32로 1명과 2명의 경우 차이가 었으나 3명이상의 경우 차이

가 많이 났고,그 차이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2명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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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행동 지지는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 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F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사례수

(명)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114 2.25 .838 930 2.29 .762 318 2.22 .868 .928

지지 114 3.07 .779 930 3.07 .716 318 2.93 .747 4.405*1)

심리 114 3.43 .864 930 3.40 .832 318 3.26 .818 3.815*2)

행동 114 2.78 .871 930 2.81 .776 318 2.68 .834 3.492*3)

아

버

지

개입 57 2.21 .867 465 2.27 .780 159 2.26 .882 .151

지지 57 2.99 .822 465 2.98 .744 159 2.86 .748 1.492

심리 57 3.32 .899 465 3.27 .872 159 3.19 .828 .722

행동 57 2.73 .901 465 2.75 .786 159 2.61 .827 1.883

어

머

니

개입 57 2.28 .815 465 2.31 .744 159 2.18 .856 1.622

지지 57 3.15 .732 465 3.16 .676 159 3.00 .742 3.216*4)

심리 57 3.54 .820 465 3.52 .770 159 3.32 .804 4.095*5)

행동 57 2.83 .844 465 2.88 .761 159 2.74 .838 1.640

*p<.05

주1) 체 지지에서는 2명과 3명 이상(p<.05)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2) 체 심리 지지에서는 2명과 3명 이상(p<.05)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3) 체 행동 지지에서는 2명과 3명 이상(p<.05)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4)어머니의 지지에서는 2명과 3명 이상(p<.05)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5)어머니의 심리 지지에서는 2명과 3명 이상(p<.05)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Ⅳ-14>자녀의 수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3)출생순

자녀의 출생순 에 따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5>와 같다.먼 ,부모 체에서 개입은 외동 2.25,첫째 2.25,둘째 2.29,

셋째 이상 2.54로 나타났으며,그 차이가 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외동 3.07,첫째 3.11,둘째 2.97,셋째 이상 3.09로 나타났고,그 차

이가 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첫째와 둘째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심리 지지는 외동 3.43,첫째 3.45,둘째 3,28,셋째

3.51로 나타났고,그 차이가 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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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결과 첫째와 둘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동 지지는

외동 2.78,첫째 2.85,둘째 2.72,셋째 이상 2.76으로 나타났고,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개입은 외동 2.21,첫째 2.24,둘째 2.28,셋째 2.62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외동 2.99,첫째

3.00,둘째 2.91,셋째 이상 3.02로 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도 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외동 첫째 둘째 셋째 이상

F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2.25 .838 2.25 .773 2.29 .803 2.54 .881 .950

지지 3.07 .779 3.11 .706 2.97 .738 3.09 .594 4.019**2)

심리 3.43 .864 3.45 .808 3.28 .847 3.51 .572 4.422**3)

행동 2.78 .871 2.85 .777 2.72 .801 2.76 .728 2.542

아

버

지

개입 2.21 .887 2.24 .785 2.28 .819 2.62 1.012 .776

지지 2.99 .822 3.00 .715 2.91 .767 3.02 .657 .845

심리 3.32 .899 3.30 .848 3.20 .874 3.47 .874 .988

행동 2.73 .901 2.76 .762 2.67 .820 2.67 .804 .606

어

머

니

개입 2.28 .815 2.26 .762 2.29 .788 2.47 .781 .277

지지 3.15 .732 3.23 .679 3.03 .703 3.16 .556 3.980**4)

심리 3.54 .820 3.60 .737 3.37 .812 3.56 .497 4.563**5)

행동 2.83 .844 2.93 .783 2.77 .779 2.84 .787 2.250

**p<.01

주1)분석에 사용된 수는 체(외동:114,첫째:540,둘째:688,셋째 이상:18),아버지(외동:57,첫째:270,둘째:

344,셋째 이상:9),어머니(외동:57,첫째:270,둘째:344,셋째 이상:9)임

주2) 체 지지에서는 첫째와 둘째(p<.01)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3) 체 심리 지지에서는 첫째와 둘째(p<.01)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4)어머니의 지지에서는 첫째와 둘째(p<.01)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5)어머니 심리 지지에서는 첫째와 둘째(p<.01)간에 사후검증(scheffe)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Ⅳ-15>자녀의 출생순 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어머니의 경우 개입은 외동 2.28,첫째 2.26,둘째 2.29,셋째 2.47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외동 3.15,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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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3.23,둘째 3.03,셋째 이상 3.16로 나타났고,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

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첫째와 둘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심리 지지

는 외동 3.54,첫째 3.60,둘째 3.37,셋째 이상 3.56의 순으로 나타났고,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첫째와 둘째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행동 지지에서는 외동 2.83,첫째 2.93,

둘째 2.77,셋째 이상 2.84로 나타났으며,출생순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학업성

자녀의 학업성 에 따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

음의 <표 Ⅳ-16>과 같다.먼 ,부모 체에서 개입은 1-2등 2.22,3-4등

2.24,5-6등 2.32,7등 이하 2.32로 높은 등 에 비해 낮은 등 의 자녀들에

한 부모의 개입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지지는 1-2등 3.33,3-4등 3.04,5-6등 2.98,7등 이하 2.97로

등 이 높은 1-2등 이 다른 등 보다 지지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1-2등 과 3-4등 ,5-6등 ,

7등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리 지지는 1-2등

3.70,3-4등 3.37,5-6등 3.30,7등 이하 3.26로 나타났으며 성 이 높을수

록 심리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

검증결과 1-2등 과 3-4등 ,5-6등 ,7등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동 지지는 1-2등 3.03,3-4등 2.78,5-6등 2.72,7등

이하 2.74로 나타났고,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1-2

등 과 3-4등 ,5-6등 ,7등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의 경우 개입은 1-2등 2.22,3-4등 2.20,5-6등 ,2.33,7등 이하

2.33으로 낮은 성 의 자녀들에게 개입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1-2등 3.21,3-4등 2.94,5-6등 2.89,7등

이하 2.95로 나타났고,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1-2

등 과 5-6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리 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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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 3.57,3-4등 3.25,5-6등 3.19,7등 이하 3.20으로 나타나 성 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1-2등 과 3-4등 ,5-6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동 지지는 1-2등 2.91,3-4등

2.70,5-6등 2.66,7등 이하가 2.74로 나타났으며,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1-2등 3-4등 5-6등 7등 이하

F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체

개입 2.22 .825 2.24 .802 2.32 .779 2.32 .772 1.310

지지 3.33 .642 3.04 .750 2.98 .699 2.97 .775 9.717***2)

심리 3.70 .745 3.37 .859 3.30 .804 3.26 .829 10.135***3)

행동 3.03 .702 2.78 .814 2.72 .769 2.74 .884 6.163***4)

아

버

지

개입 2.22 .830 2.20 .808 2.33 .826 2.33 .749 1.380

지지 3.21 .654 2.94 .783 2.89 .727 2.95 .767 3.478*5)

심리 3.57 .791 3.25 .902 3.19 .841 3.20 .796 4.213**6)

행동 2.91 .685 2.70 .832 2.66 .772 2.74 .909 1.980

어

머

니

개입 2.23 .826 2.27 .797 2.30 .731 2.30 .799 .223

지지 3.44 .611 3.13 .704 3.06 .661 2.99 .786 7.186***7)

심리 3.82 .681 3.49 .797 3.41 .749 3.32 .861 6.574***8)

행동 3.15 .705 2.85 .791 2.78 .763 2.73 .863 4.952**9)

***p<.001,**p<.01,*p<.05

주1)분석에 사용된 수는 체(1-2등 :154,3-4등 :580,5-6등 :470,7등 이하:150),아버지(1-2등 :77,

3-4등 :290,5-6등 :235,7등 이하:75),어머니(1-2등 :77,3-4등 :290,5-6등 :235,7등 이하:75)임

주2) 체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3-4등 (p<.001),5-6등 (p<.001),

7등 이하(p<.001)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3) 체 심리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3-4등 (p<.001),5-6등 (p<.001),

7등 이하(p<.001)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4) 체 행동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3-4등 (p<.01),5-6등 (p<.01),

7등 이하(p<.05)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5)아버지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5-6등 (p<.05)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6)아버지 심리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3-4등 (p<.05),1-2등 과 5-6등 (p<.01)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7)어머니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3-4등 (p<.01),5-6등 (p<.001),

7등 이하(p<.01)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8)어머니 심리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5-6등 (p<.01),7등 이하(p<.01)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주9)어머니 행동 지지에서는 사후검증(scheffe)결과 1-2등 과 3-4등 (p<.05),5-6등 (p<.01),

7등 이하(p<.05)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Ⅳ-16>자녀의 학업성 에 따른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

어머니의 경우 개입은 1-2등 2.23,3-4등 2.27,5-6등 2.30,7등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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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으로 낮은 등 의 자녀들에게 개입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지지는 1-2등 3.44,3-4등 3.13,5-6등 3.06,7등

이하 2.99로 나타났고,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1-2

등 과 3-4등 ,5-6등 ,7등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심리 지지는 1-2등 3.82,3-4등 3.49,5-6등 3.41,7등 이하 3.32로

나타나 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1-2등 과 5-6등

,7등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동 지지는

1-2등 3.15,3-4등 2.85,5-6등 2.78,7등 이하 2.73으로 나타났고,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사후검증결과 1-2등 과 3-4등 ,5-6등 ,7등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진로결정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자녀의 진로결정과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

의 <표 Ⅳ-17>과 같다.부모 체와 아버지 어머니에서 진로결정과 개입은 부

상 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부모 체,아버지

어머니에서 지지 체,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모두 유의수 .01에서 유의미

한 상 계가 있었다.

구분 개입
지지

체 심리 행동

진로

결정

체 -.039 .253** .243** .214**

아버지 -.023 .250** .258** .198**

어머니 -.055 .260** .231** .231**

**p<.01

<표 Ⅳ-17>자녀의 진로결정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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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의

계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을 도출하고,부

모 자녀 특성과는 어떤 계가 있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성하고 있는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를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표 Ⅳ-18>과 같다.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을 구분하는 요변인의 순서는 행동 지지,

심리 지지,개입의 순으로 나타났다.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유형1은 개입이

2.13,심리 지지는 2.30,행동 지지는 1.82로 개입,심리 지지 행동 지

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특히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는 4가지 유형 에서

도 가장 낮은 수 이었다.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의 수 이 체 으로

낮게 하는 유형이다.유형2는 개입이 3.12,심리 지지는 3.29,행동 지지는

2.95로 개입과 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가 보통수 (3.00)에 분포되어 있었

다.특히,개입은 3.10으로 높은 수 은 아니지만 4가지 유형 에는 가장 높은 수

이었다. 한,개입과 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 간에 수 차이가 4가지

유형 가장 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유형2는 개입과 지지를 비슷하게 하는 유

형인 동시에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개입을 높게 하는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유형3은 개입이 1.74,심리 지지는 3.55,행동 지지는 2.68로 개입

은 매우 낮고 심리 지지는 보통 이상의 수 ,행동 지지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특히,개입의 경우는 4가지 유형 에 가장 낮은 수로 나타났으며 심리

지지만 보통수 을 넘어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 심리 지지를 주로

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유형4는 개입이 2.28,심리 지지가 4.31,행동 지

지가 3.78로 개입은 낮은 편이고,심리 지지는 매우 높으며,행동 지지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특히,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는 4가지 유형 가장 높

게 나타나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 진로의사결정을 해 높은 수 의 지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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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유형에 포함된 인원 수 비율은 심리 지지를 주로 여하는 유형3이

33.4%로 일반고등학교 학부모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개입과 심리 지

지 행동 지지가 보통수 에 가깝게 분포된 유형2(24.1%),개입과 심리 지

지 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22.1%),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 4(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분류된 4가지 유형에 따라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세 가지 하 요인 모두 통계 으로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에서도 유형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개입 2.13 3.12 1.74 2.30

지

지

심리 2.30 3.29 3.55 4.31

행동 1.82 2.95 2.68 3.78

특징

-개입과 심리 지

지, 행동 지지

모두 낮음

-개입과 심리 지

지,행동 지지가

보통수 (3.00)주변

에 분포됨

-개입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 이

나 유형 에는 가

장 높은 수 임.

-하 요인 간 수 의

차이가 가장 음

-개입이 매우 낮으

며 심리 지지는

보통이상 수 이

고,행동 지지는

낮은 편임

-개입은 낮은 편이

며,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

음. 특히 심리

지지가 매우 높음

인원수(%) 302(22.1) 329(24.1) 455(33.4) 278(20.4)

주1)유형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개입은 F=340.776(df=3,p<.001),심리 지지는 F=827.160(df=3,p<.001),행

동 지지는 F=8694.613(df=3,p<.001)로 나타남

<표 Ⅳ-18>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별 특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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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모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의 계

부모 특성으로 부모의 성별,부모기 ,교육수 ,경제 지 ,직업유무 고용

형태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

-19>와 같다.먼 부모 성별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의 계는 다

음과 같다.아버지는 심리 지지를 주로 여하는 유형3에 포함된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모두 낮

은 유형1(26.2%),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보통수 주변에 분포된 유

형2(22.6%),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도 심리 지지 주로 여하는 유형3에 포함된 비율이 34.0%로 가장 높

았으며,그 다음으로 유형2(25.7%),유형4(22.3%),유형1(18.0%)의 순으로 나타났

다.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

히,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

가 속한 비율이,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

니가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기 는 연속변인 이므로 여유형과의 계를 카이제곱검정을 통

해 알아보기 해 이를 상··하
1)
로 구분하 다.분석 결과,부모기 와 부모의 자

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간에 유의미한 계가 있었다.특히,부모기 수 이

높은 집단은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보통수 (3.00)주변에 분포된 유

형2에 포함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유형2는 개입 수 이 유형 에 가장 높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부모기 가 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은 심

리 지지를 주로 하는 유형3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편,부모기

가 낮을수록 개입,심리 지지 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에 속한 비율

이 높게 나타났고,부모기 가 높을수록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

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교육수 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은 유의미한 계가 있었

으며 졸이하와 고졸의 경우 개입과 심리 지지 행동 지지 모두 낮은 유

형1에 속한 비율이 졸이나 학원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에 속한 비율은 졸이나 학원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 부모기대의 33.3%, 66.7%가 는 지점을 도출하여 상·중·하로 구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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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경제 지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이 유의미한 계가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제 지 가 가장 높은 500만원 이상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섯째,직업유무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은 유의미한 계가 없

었다.직업이 없는 부모의 경우 심리 지지를 주로 하는 유형3에 해당하는 비

율이 직업이 있는 경우에 비해 높았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여섯째,고용형태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간에 유의미한 계는

없었다.일용직의 경우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에 속

한 비율은 다른 고용형태보다 높았고,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에

속한 비율은 다른 고용형태보다 낮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계 χ2

부

모

성

별

아버지 179(26.2) 154(22.6) 223(32.7) 126(18.5) 682(100.0)

14.334**

(df=3)
어머니 123(18.0) 175(25.7) 232(34.0) 152(22.3) 682(100.0)

계 302(22.1) 329(24.1) 152(22.3) 278(20.4) 1,364(100.0)

부

모

기

상 85(18.0) 169(35.7) 109(23.0) 110(23.3) 473(100.0)

90.109***

(df=6)

94(21.7) 99(22.9) 149(34.4) 91(21.0) 433(100.0)

하 123(26.9) 61(13.3) 197(43.0) 77(16.8) 458(100.0)

계 302(22.1) 329(24.1) 455(33.4) 278(20.4) 1,364(100.0)

교

육

수

졸이하 9(31.0) 7(24.1) 9(31.0) 4(13.8) 29(100.0)

35.834***

(df=9)

고졸 122(25.0) 108(22.1) 184(37.7) 74(15.2) 488(100.0)

졸 148(20.5) 186(25.8) 230(31.9) 158(21.9) 722(100.0)

학원졸 17(14.8) 26(22.6) 30(26.1) 42(36.5) 115(100.0)

계 296(21.9) 327(24.2) 453(33.5) 278(20.5) 1,354(100.0)

<표 Ⅳ-19>부모 특성과 자녀진로의사결정 여유형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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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계 χ2

경

제

지

100만원 미만 12(20.3) 14(23.7) 22(37.3) 11(18.6) 59(100.0)

19.748

(df=15)

100-200만원 40(18.1) 63(28.5) 69(31.2) 49(22.2) 221(100.0)

200-300만원 58(24.5) 55(23.2) 85(35.9) 39(16.5) 237(100.0)

300-400만원 54(24.8) 54(24.8) 73(33.5) 37(17.0) 218(100.0)

400-500만원 29(20.9) 41(29.5) 42(30.2) 27(19.4) 139(100.0)

500만원 이상 44(21.7) 47(23.2) 54(26.6) 58(28.6) 203(100.0)

계 237(22.0) 274(25.4) 345(32.0) 221(20.5) 1,077(100.0)

직

업

유

무

직업있음 250(22.3) 280(24.9) 358(31.9) 235(20.9) 1,123(100.0)

7.126

(df=3)
직업없음 47(20.0) 49(20.9) 96(40.9) 43(18.3) 235(100.0)

계 297(21.9) 329(24.2) 454(33.4) 278(20.5) 1,358(100.0)

고

용

형

태

정규직 206(21.7) 236(24.9) 309(32.6) 197(20.8) 948(100.0)

4.136

(df=6)

계약직 28(23.1) 31(25.6) 36(29.8) 26(21.5) 121(100.0)

일용직 14(31.1) 12(26.7) 14(31.1) 5(11.1) 45(100.0)

계 248(22.3) 279(25.0) 359(32.2) 228(20.5) 1,114(100.0)

주1) 유형1-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모두낮음

유형2-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가보통수 (3.00)주변에분포됨

유형3-개입이매우낮으며심리 지지는보통이상수 이고,행동 지지는낮은편임

유형4-개입은낮은편이며,심리 지지와행동 지지가높음

***p<.001,**p<.01

<표 Ⅳ-19>계속

다.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자녀 특성으로 자녀의 성별,수,출생순 ,학업성 진로결정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20>과 같다.

먼 ,자녀 성별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은 유의미한 계가 없었

다.아들의 경우는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보통수 에 분포되어 있고,

개입은 유형 에 가장 높은 수 인 유형2에 해당되는 비율이 딸에 비해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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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자녀의 수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이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자녀의 수에 비해 개

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다른 자녀의 수에 비해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

은 유형4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자녀의 출생순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이 유의미한 계

가 있었으며,자녀의 출생순 가 외동과 첫째일 경우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순

에 비해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에 포함된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넷째,자녀의 학업성 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계가 있었다.상 권인 수능모의고사 1-2등 의 경우 심리 지지와 행동 지

지가 모두 높은 유형4에 포함된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으며,개입과 심리

지지 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에 해당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성 이

가장 낮은 7등 이하의 경우 다른 등 에 비해 유형1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계 χ2

자

녀

성

별

아들 138(21.0) 175(26.6) 217(33.0) 128(19.5) 658(100.0)

4.606

(df=3)
딸 164(23.2) 154(21.8) 238(33.7) 150(21.2) 706(100.0)

계 302(22.1) 329(24.1) 455(33.4) 278(20.4) 1364(100.0)

자

녀

수

1명 25(21.9) 20(17.5) 36(31.6) 33(28.9) 114(100.0)

19.752**

(df=6)

2명 184(19.8) 241(25.9) 318(34.2) 187(20.1) 930(100.0)

3명 이상 93(29.2) 66(20.8) 101(31.8) 58(18.2) 318(100.0)

계 302(22.2) 327(24.0) 455(33.4) 278(20.4) 1,362(100.0)

<표 Ⅳ-20>자녀 성별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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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계 χ2

출

생

순

외동 25(21.9) 20(17.5) 36(31.6) 33(28.9) 114(100.0)

18.759*

(df=9)

첫째 100(18.5) 132(24.4) 190(35.2) 118(21.9) 540(100.0)

둘째 175(25.4) 171(24.9) 220(32.0) 122(17.7) 688(100.0)

셋째 이상 2(11.1) 5(27.8) 8(44.4) 3(16.7) 18(100.0)

계 302(22.2) 328(24.1) 454(33.4) 276(20.3) 1,360(100.0)

학

업

성

1-2등 12(7.8) 33(21.4) 56(36.4) 53(34.4) 154(100.0)

45.579***

(df=9)

3-4등 124(21.4) 131(22.6) 209(36.0) 116(20.0) 580(100.0)

5-6등 120(25.5) 125(26.6) 149(31.7) 76(16.2) 470(100.0)

7등 이하 42(28.0) 37(24.7) 38(25.3) 33(22.0) 150(100.0)

계 298(22.0) 326(24.1) 452(33.4) 278(20.5) 1,354(100.0)

주1) 유형1-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모두낮음

유형2-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가보통수 (3.00)주변에분포됨

유형3-개입이매우낮으며심리 지지는보통이상수 이고,행동 지지는낮은편임

유형4-개입은낮은편이며,심리 지지와행동 지지가높음

***p<.001,**p<.01,*p<.05

<표 Ⅳ-20>계속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자녀 진로결정의 계는 다음의 <표 Ⅳ

-21>과 같다.진로 확신성 문항의 4 리커트 척도에서 ‘ 그 지 않다’와 ‘그

지 않은 편이다’는 진로미결정으로,‘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런 편이다’는 진로

결정으로 분리하여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의 계를 보았다.자녀

를 진로결정 미결정으로 분리한 결과 진로결정은 455명(66.7%),미결정은 227

명(33.3%)이었다.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자녀의 진로결정은 유의미한 계가 있

었다.심리 지지 주로 여하는 유형3과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자녀가 진로결정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개입

과 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과 개입과 심리 지지,행

동 지지가 보통수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유형2는 비교 진로미결정의 비율

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유형4의 진로결정의 비율이 높고,유형1의

진로미결정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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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로결정 진로미결정 계 χ2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유형1 158(52.3) 144(47.7) 302(100.0)

70.480***

(df=3)

유형2 207(62.9) 122(37.1) 329(100.0)

유형3 310(68.1) 145(31.9) 455(100.0)

유형4 235(84.5) 43(15.5) 278(100.0)

계 910(66.7) 454(33.3) 1,364(100.0)

주1) 유형1-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모두낮음

유형2-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가보통수 (3.00)주변에분포됨

유형3-개입이매우낮으며심리 지지는보통이상수 이고,행동 지지는낮은편임

유형4-개입은낮은편이며,심리 지지와행동 지지가높음

***p<.001

<표 Ⅳ-21>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자녀 진로결정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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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자녀 특성의

계 종합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자녀 특성의

계를 연구목표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22>과 같다.

연구목표 주요 연구결과

1.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①심리 지지,행동 지지,개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심리 지지만 보통 이상이고

행동 지지와 개입은 보통보다 낮게 인식함

-②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③개입과 행동 지지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 으며,개입과 심리 지지는 어머니에서

만 유의미한 부 상 계로 나타남

2.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특성

부모기 -개입 행동 지지와 유의미한 계가 있음

교육수
-교육수 에 따라 심리 지지 행동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개입은 어머니의 경우만 교육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경제

지
-아버지의 경제 지 에 따라 행동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직업유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개입 행동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고용형태 -아버지의 고용형태에 따라 행동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3.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자녀특성

성별 -어머니의 경우 아들보다 딸에게 하는 행동 지지가 높음

자녀 수 -자녀의수가 3명 이상인경우 1명,2명에 비해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낮음

출생순 -어머니의 경우 첫째에게 심리 지지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업성 -성 이 상 권(1-2등 )인 경우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음

진로결정 -심리 지지,행동 지지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음

4.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군집분석을 통해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4가지 여유형을 도출함

유형1 -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모두낮음

유형2 -개입과심리 지지,행동 지지가보통수 (3.00)주변에분포됨

유형3 -개입이매우낮으며심리 지지는보통이상수 이고,행동 지지는낮은편임

유형4 -개입은 낮은 편이며,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음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의 계

유형1
-부모 아버지와 교육수 이 낮고,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자녀의 학

업성 이 낮은 경우 유형1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편임

유형2
-부모기 가 높은 경우 유형2에 속한 비율이 높음(유형 개입수 이 가장 높

기 때문에)

유형3 -일반고등학교 학부모가 유형3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유형4
-부모 어머니와 교육수 이 높고,자녀수가 1명인 경우,외동 는 첫째일

경우,자녀 성 이 높은 경우 유형4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편임

<표 Ⅳ-22>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자녀 특성의 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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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결과에 한 논의

가.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도구에 한 논의

이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개입과 지지(심리 지지,행동

지지)로 구성하 다. 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녀의 진로에 부모의 지지나

지도행동에 해서만 주로 다루고 있거나(신효정 외,2010;이상희,2009;Keller,

Whiston,2008;Turner,2003)개입과 지지가 하나의 역에 포함된 연구(선혜연,

2008;Phillips외 2001)가 부분이었다. 한,선행연구에서 도구를 개발할 경우

에는 자유응답형식 는 면 조사를 통해 부모의 자녀진로와 련된 내용을 추출

하거나(유정이,2009;이상희,2009),선행연구들의 척도 에서 직 으로 련이

없는 진로성숙,진로발달 검사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설정하기도 하 다.즉,선

행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보이는 의사표 이나 행동의 일부분만

을 포함하거나 도구를 개발할 때에 련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반 하지 못한 경

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보이는 의사표 행동 등을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라는 표 여의 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하 요인과 도구를 도출하 다.이는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주된 내용을 부분 반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 도구와 내용을 종합한 이 련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의미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선행연구에서는 연구의 상도 어머니만을 상으로 도구를 개발되고 조

사가 이루어지거나(최 순,2011),자녀들을 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여에 해 보지 않고,둘을 통합해서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

며(김수리,이재창,2007;서진희,이제경,2009;Keller,Whiston,2008),부모 각각

에 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표집수가 었다(선

혜연,2009).이 연구에서는 자녀인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로

의사결정에 여하는 것에 해 각각 응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가 어떤

수 인지,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특히,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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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한 연구는 어머니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아버지가 자녀의 진

로에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들을 상으로 진로교육이나 체험 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이 늘어나고 있는 시 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진로에 여하는 수 과 아버지

본인의 특성 자녀의 특성에 따라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에서 의미가 있었다.

나.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수 에 한 논의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수 에 해 살펴보면,먼 여를 구성하는 세

요인의 수 은 개입,행동 지지,심리 지지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개입의 경우 부모의 평균이 2 반(2.27),행동 지지는 2 후반(2.78),심

리 지지는 3 반(3.37)으로 부모의 개입은 반 으로 평균보다 높지 않게,

행동 지지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 으로,심리 지지는 보통보다 높은 수

으로 인지하고 있었다.이는 Dietrich와 Kracke(2009)에서의 개입(1.82)과 지지

(3.01)의 수 으로 나타난 결과와,선혜연(2008)의 연구에서 심리 지지와 련된

하 요인인 격려와 지지의 수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행동 지지와 련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련된 하 요인인 정보에 기 한 추천,정보제공 후

단 임,구체 정보와 방법제공,높은 개입과 련 있는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과 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의 순으로 수 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최 순(2011)의 연구에서 심리 지지가 진로지도 행동의 하 요

인 가장 높은 수 을 보인 결과를 통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일반고등학생이 부모의 개입을 보통(리커트 척도 3 )이하의 비교

낮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최근 들어 자녀의 진로에 한 부모의 심이 더

높아지고 참여가 활발해졌으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수 이 비교 낮고 자녀의 의견을 존 해주는 편이 더 많다

고 해석할 수 있다.이는 우리나라 선행연구(배천웅,최상근,박인종,1986;박효정,

주,정 희,1999)에서 진로결정에 있어 자녀의 희망을 요시하고,가능한 자녀스

스로가 진로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제시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부모가 자녀의 진로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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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지지의 경우는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 자녀의 걱정을 덜어주고 진로와 련된 고민

의 의논상 가 되어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수 이 아주 높지 않고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 이었다.행동 지지는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수 으로 나타나 자녀의 진로결정을 돕기 해 부모가 정보를 제

공하거나 성 흥미발견을 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그다지 높은 수

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과거에 자녀의 진로에 한 정보 수

집이 주변에서 듣는 정보에만 의존하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던 것(박효정, 주,

정 희,1999)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정보 수집 제공,참여가 활발해 졌지만 여

히 자녀들이 인식하는 행동 지지의 수 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선행연

구에서는 자녀의 진로결정에 타인 에서는 부모가 가장 큰 향을 미치지만

(Kotrilik,Harrison,1989;Otto,2000;Poole외,1991),그 이 에 자녀 스스로의

향을 크게 받는다는 결과가 있다(한상근 외,2001).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 지

지와 행동 지지의 수 이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자녀 본인과 비교해

상 으로 부모가 지지한 수 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한편,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 어서 본 결과 개입에 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는 어머니에 해 유의미하게 높았는

데 이를 토 로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개입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없었다.이는,부모 간에 여

(개입)하는 방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선혜연(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하지만,선혜연(2008)의 연구에서 개입 방식에 따른 비율을 보면

높은 개입에 해당하는 방식에 어머니의 비율이,낮은 개입에 해당하는 방식에는

아버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더 높은 개

입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선혜연(2008)의 연구와 달리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개입

수 에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응답 상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나타

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즉,부모가 응답했을 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입하는 수 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자녀가 인식하기에는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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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한편,최근 들어 자녀 진로에 한 아버지의 심이 높아지고(고해선,2011),이

에 따른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 히 자녀

들은 어머니의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이는 선행연구(이

두휴,남경희,손순종,오경희,2007;이수 ,2007)의 결과와 같이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 모두 어머니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여 히 자녀의 진로결정을

한 지지는 어머니가 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부모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

부모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알아보기 해 부모 특성으로

부모기 ,교육수 과 경제 지 ,직업유무 고용형태를 다루었으며 련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먼 ,부모기 의 경우 상 분석 회귀분석 결과는 부

모 체 아버지에서는 개입과 행동 지지와 유의미한 계가 있었고 어머니

에서는 개입만이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한 기 가 높을수록 여의 수 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자녀에 한 기 와 교육 신념 등에 따라 차별 인 방식으로 교육지원활동을

펴나간다는 선행연구(이두휴,남경희,손 종,오경희,2007)의 내용에 개입과 행동

지지 측면에서는 지지하는 결과이나 심리 지지의 측면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높은 부모기 를 갖고 있는 자녀에게는 그에 맞춰 본인이 기 하는 자녀의 이

상 인 공을 선택하고 원하는 학과 학과에 가주길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부모기 가 높다고 해서 심리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지지는 부모기 의 수 에 상 없이 지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즉,부모입

장에서 자녀가 부족하여 기 가 낮은 자녀일지라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행동 지지도 기 에 따

라 유의미한 련이 없어,자녀에게 갖는 기 가 높거나 낮은 것에 따라 자녀가

진로결정을 잘하기 해 돕는 것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 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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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연구 결과 아버지의 개입을 제외하고 교육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즉, 졸이하부터 학원졸까지 부모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체로 개입과

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의 수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개입의 측면에서

이 결과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여(개입)방식이

높다는 선행연구(선혜연,2008)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이를 통해,높은

교육수 의 부모들이 비교 자녀의 진로결정에 의사를 표 하고 자신의 생각

로 자녀가 진로결정을 하도록 주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교육수 에

계없이 보통(3.00)이하의 낮은 개입수 을 보여 교육수 이 높은 학원졸 이상인

부모의 경우에도 높은 수 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즉,부모들

이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지지의 측면에서 볼 때,행동 지지의 개념을 포함하는 교육 참여 교

육지원활동 련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 참여 교육지원활

동에 극 이라는 연구(김복숙,2004;김 화,1992;김희화,2005;이완정,1997)

결과를 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차이는 고졸이하와 졸이상,특별

히 고졸이하와 학원졸의 교육수 에서의 사후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원을 졸업한 부모들의 경우 더욱 극 으로,고졸이하인 부모

들은 소극 으로 자녀의 진로결정에 지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졸이하의 부

모의 경우 본인이 직 학입학을 겪어보지 않아 이를 한 지지를 받아보지 않았

기 때문에 졸이상의 부모들에 비해 지지의 수 이 낮게 나타났다고 상할 수 있

다.특히 행동 지지의 경우는 교육수 에 따라 그 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졸이하와 학원졸간 아버지는 .52,어머니는 .67의 차이로 개입이나 심리 지

지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다른 교육수 에서는 보통(3.00)이하의 수 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 이 가장 높은 학원졸의 경우는 보통이상의 행동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주변에 자녀에게 제공할 정

보와 롤모델과 멘토 등이 부모 주변에 많아져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

된다.

부모의 경제 지 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사항은 다음

과 같다.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경제 지 에 따라 개입의 수 에는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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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경제 으로 풍족한 부모는 자녀의 학교선택, 공결정 그

리고 의사결정 과정 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한다는 Horvat외(2002)의 연구

의 결과 경제력이 약해질수록 부모의 교육,진로 진학에 한 역할을 자녀

에게 맡겨두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이수 (2007)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경제 지 에 따라 자녀의 진로결정에 개입하

는 수 의 차이가 고, 체로 경제 지 가 높은 부모도 자녀의 진로결정에 개

입하는 수 이 낮은 것으로 볼 때,경제 지 에 상 없이 진로결정에 있어 자녀

의견을 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개입의 차이가 없게 나

타난 것은 경제 지 가 높은 부모가 진로에 한 의견을 처음부터 존 해 주

었을 수도 있지만,부모의 높은 개입에 한 자녀의 거부표 에 따라 부모가 개입

방식을 략 으로 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종성,2013).

아버지의 경우에는 경제 지 가 높을수록 행동 지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

었다.이는 선행연구에서 경제 수 에 따라 자녀 교육,특히 학진학에 있어

지원하는 형태가 다르고(이수 ,2007),교육지원활동 한 극 으로 한 것과 유

사한 결과이다.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필요한 각종 유료 검사 다양한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경제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한편,어머니의 경우는 련 선행연구(김희순,2006;

이정화,1995)들과는 달리 본인 배우자의 경제 지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이를 통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지지는 경제 조건과 련이 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직업유무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부모 체 으로 직업이 있는 부모는 직업이 없는 부모에 비해 행동 지지

는 높았고,심리 지지는 낮았다.아버지는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 모

두 직업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어머니는 직업이 있는 경우 개입

과 행동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생활이 자녀교육에 참여할 시간 여유가 부

족하고,취업시간과 교육지원활동 간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김희순,2006;조을련,1998)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며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

우 높은 수 의 여방식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선혜연,2008)를 지지하는 결과



114

이다.과거에는 직업이 없고 집에서 업주부로 으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일 경우에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최근에는 직업 활동을

하면서도 자녀의 진로결정에 실질 으로 도움을 수 있는 행동 지지 등을 높

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사회생활하면서 보고 겪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진로를 제안 강요하여 개입의 수 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 체에서 심리 지지의 경우 직업이 없는 부

모에게 높게 나타났는데,직업이 없는 부모는 집에서 자녀와 있는 시간이 많고 이

에 따라 화의 시간에 진로와 련된 이야기를 나 며 격려와 지지를 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상된다.

부모의 고용형태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고용이 안정 일수록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의 수 이 높아졌으

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버지의 고용형태에 따른 행동 지지에서만 나타났다.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불안정할 경우 자녀의 진로에 한 지지가 낮았던 선행연구

(Zhao,Lim &Theo,201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고용이 안정

이 가족과 자녀에 한 심을 더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고,자녀의

진로에 해서도 심을 갖게 하여 이를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 이 높다고 상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생

계에 한 불안 등으로 자녀의 진로 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행동 지지가 비교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모의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종합하여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먼 ,부모의 특성에 따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이 행동 지지

인데,행동 지지는 어머니의 경제 지 고용형태,아버지의 직업유무를 제

외하고 모든 부모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특히 부모의 특성

상당수가 부모의 사회경제 지 안정에 한 특성이었는데 이들 특성에 따

라서는 물질 는 주변 환경과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할 수 있는 지지의 내용

이 달라지는 행동 지지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개입은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결과가

제시되었다.하지만,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특성이 높고 안정될수록 조 씩 높은

수 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모두 보통이하의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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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지지의 경우는 학진학을 경험해보지 못한 고졸이하의 부모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비교 은 직업이 있는 부모는 심리 지지가 낮게 나타났지

만 그 외에 부모기 ,경제 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바른 방향으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격려해주거

나 로해주는 것은 부모가 처한 특성에 련 없이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알아보기 해 자녀 특성으로

자녀의 성별,수,출생순 ,학업성 ,진로결정을 다루었으며 련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 ,자녀 성별에 따라 개입과 심리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

니의 행동 지지만 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자녀의 성에 따른 개입과 지지의 차

이는 체로 없고 오히려 어머니의 행동 지지에서는 아들에 비해 딸에게 하는

지지가 오히려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딸에 비해 아들에게 교육지원활동을

극 으로 한다는 연구의 결과(조을련,1998)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교육지원활동과 진로의사결정 여방식의 큰 차이는 없다(선혜연,

2008;이정화,1995)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아들에게 교육을 더 시키고 지원을 더 하는 시 는 지나가고 아들이나 딸을

상 없이,오히려 어머니의 경우 딸에게 더 많은 지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수 출생순 와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부모 체에서 심리 지지 행동

지지의 차이가 있었고,어머니의 경우에는 심리 지지에서 자녀의 수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구체 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지

지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출생순 는 첫째인 경우 심리 지지가 높게 나타

났다.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한 자녀에게 폭

심을 쏟거나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지지의 수 이 낮으며 자녀가 첫째인

경우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을 비하는 것 모두가 처음이기 때문에 더

극 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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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업성 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에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자녀의 학업성 은 어머니의 심리 지지 행동 지지,아버지의

심리 지지와 유의미한 계가 있었는데 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성 이 1-2

등 인 경우와 그 밖에 등 간에 차이가 컸다.이는 자녀의 성 이 높을수록 부모

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교육지원활동을 극 으로 하며 심이 높아지는 부분

의 선행연구(Carpenter,Fleishmen,1987;이정화,199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하지

만 3-4등 ,5-6등 과 7등 이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

이 높을수록 이라기보다,상 권 성 일 경우에 지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자녀의 진로결정의 계에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심리 지지 행동 지지와 진로결정 유의미한 계

가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김혜은,2008;이 자,2004;Dietrich,Kracke,200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즉,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 모두를 자녀에게 높게 해

부모일수록 자녀가 진로결정을 한 경우가 많아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 지지의

요성을 알 수 있었다.

자녀 특성과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종합하여 시사 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선행연구에서는 자녀 성별에 따라 아들을 심으로 높은 여

를 보 지만 최근 들어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

었다.한편,자녀의 수나 출생순 에 따라서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자

녀의 수가 많은 경우 지지의 수 이 낮고,첫째에게 지지하는 수 이 여 히 높음

을 알 수 있었다.자녀의 학업성 의 경우 상 권의 성 자녀에게 심리 그리고

행동 지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을수록 실

제 자녀가 진로결정을 한 경우가 많아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 지지가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의 계에

한 논의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 진로의사결정에 여

하는 유형을 구명하 다.이는 선행연구 부분이 여 하 요인에 한 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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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데에 그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진로에 여하

는 유형과 이에 해당하는 분포를 알아볼 수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 있는 연구

로 볼 수 있다.이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은 군집분석을 통해 4가지 유

형(①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 모두 낮은 유형,②개입과 심리 지지,행

동 지지가 보통수 에 분포된 유형,③개입은 매우 낮고,심리 지지는 보통이

상 수 ,행동 지지는 낮은 유형,④개입은 낮고,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이 개입과 행동 지지는 낮고 심리 지지만 비교

높은 편인 유형3에 포함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일반고등

학교 학부모를 체 으로 보았을 때에 자녀 진로결정에 심리 으로 격려와 안정

감을 주는 방식의 지지만을 하고,자녀의 진로결정방향에 의견을 강요하지 않으

며,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그다지 높지 않은

방식으로 여하는 부모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에 비교 심리 지지만 높거나(유형3),개입이 높은 유형(유형2)은 존

재하나 행동 지지만이 높은 유형은 없었다.이를 통해 행동 인 지지는 부분

심리 지지를 수반함을 알 수 있었다.한편,진로에 심이 높아져 이 에 비해

자녀 진로에 한 참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

지가 모두 낮은 유형1에 포함된 비율도 20%이상으로 나타나 부모를 상으로 자

녀 진로결정에 좀 더 심을 갖고 참여하며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형에 포함된 비율 차이를 보 는데,개입,심리 지지,

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에는 아버지의 비율이,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

가 높은 유형4에는 어머니가 포함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아버지는 유형1,즉 자

녀의 진로결정에 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에 해당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보아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에 소홀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

며,아버지를 상으로 한 진로교육 로그램 확장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의 계를 살펴본 결과

는 교육수 이 낮고 자녀의 수가 많으며 학업성 이 낮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

형1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육수 이 낮은 부모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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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을 경험해보지 못해보았고,많은 자녀의 수는 한 자녀에게 쏟을 수 있는 심

이 어지며,자녀의 학업성 이 낮은 경우 여를 하도록 하는 동기유발이 게

되어 유형1에 포함된 비율이 높다고 생각된다.한편,자녀가 실제 진로를 결정한

비율도 다른 유형에 비해 유형1에서 낮게 나타났다.따라서,부모들 교육수 이

낮고,자녀의 수가 많으며 성 이 낮은 부모들을 상으로 자녀의 진로결정에 부모

여의 요성에 해 알리고 자녀의 진로결정에 보다 극 으로 지지하도록 돕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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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결론 제언

1.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부모

자녀 특성의 계를 구명하는 데에 목 이 있다.연구목 달성을 해 첫째,일

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구명하 고,둘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구명하 으며,셋째,일반고등학

교 학부모의 자녀 특성과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계를 구명하 다.마지막으

로,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을 구분하고,부모 자

녀 특성과의 계를 구명하 다.

조사도구는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도구,부모 특성과 자녀 특

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도구

는 개입과 지지로 구성되는데 개입은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입의 도구를 사용하 다.지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지의 내용 도

구를 바탕으로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로 구분하여 도구를 구성하 으며 문

가 검토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 다.그 외 부모 자녀

특성 도구는 기존 도구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편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비수도권,학년,성별을 고려하여 총 840부를 배포하여

801부가 회수되었고,최종 682부를 SPSS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수 은 심리 지지,행

동 지지,개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개입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부모 특성 부모기 와 개입 행동 지지는 유의미한 정 계가

있었고,부모의 교육수 에 따라 아버지의 개입을 제외한 심리 지지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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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어머니의 개입,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며 체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가 높아졌다.경제

지 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경우 경제 지 가 높을수록 행동 지지가 높아

졌으며,어머니의 경우 본인의 경제 지 배우자의 경제 지 에 따라 모

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직업유무에 따라 부모 체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

행동 지지가 높게,심리 지지가 낮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개입과 행동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아버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고용형태는 아버지의 고용이 안정 일수록 행동 지지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자녀 특성 자녀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행동 지지가 딸에게 높

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자녀성별에 따른 여의 차이는 없었다.자녀의

수는 3명 이상일 경우 다른 자녀의 수에 비해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유

의미하게 낮았으며,출생순 가 첫째인 경우에 다른 출생순 보다 심리 지지

가 높게 나타났다.자녀의 학업성 이 상 권인 경우에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심리 지지

행동 지지와 와 자녀의 진로결정과 유의미한 계가 있었다.

다섯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 한 결과

①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 모두 낮은 유형,②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가 보통수 에 분포된 유형,③개입은 매우 낮고,심리 지지는 보통이상

수 ,행동 지지는 낮은 유형,④개입은 낮고,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

은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이 개입과 행동 지지는 낮고 심리 지지만 비교

높은 편인 유형3에 포함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과 부모 자녀 특성의 계를

살펴본 결과 개입과 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1에는 다

른 유형에 비해 교육수 이 낮고 자녀의 수가 많으며 학업성 이 낮은 자녀를

가진 부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가 높은 유형4에

는 교육수 이 높고,자녀의 수가 으며 첫째인 경우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

이 높은 부모가 포함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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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는 심리 지지,행동

지지,개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차이는 심리 지

지와 행동 지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를 통해,자녀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방법으로 심리 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아버지

의 자녀 교육 진로에 한 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으나 아직도 어머니

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더 많은 심리 지지를 뿐 아니라 자녀의 특성발견

이나 정보 모델링 등을 제공하는 행동 지지도 극 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부모 특성에 따라서는 행동 지지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 다.이는 부

모 특성 에 경제 지 와 교육수 등이 높은 것을 이용해 더 많은 정보

체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개입과는 부모기 와 교육수 을 제외하

고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부모의 특성에 계없이 개입은 보통이

하의 수 으로 나타나 체로 자녀 진로결정에 있어 자녀의 의견을 존 하는 편

임을 알 수 있었다.심리 지지의 경우도 교육수 을 제외한 부분의 부모 특성

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 특성에 계없이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격려

와 로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자녀 특성에 따라서는 과거 아들에게 극 으로 이루어지던 지지는 자녀

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경우는 딸에게 보이는 행동

지지가 더 높게 나타게 나타났다. 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자녀의 수가 많은 경

우 지지가 낮았으며,자녀가 첫째이고 학업성 이 높을수록 높은 지지를 보 다.

넷째,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에서 심리 지지

를 주로 하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고등학교 학부모 많은 수가 자

녀 진로결정에 심리 지지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행동

지지만이 높은 유형은 존재하지 않아 행동 지지에는 심리 지지가 수반됨도

알 수 있었다.한편,개입과 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가 모두 낮은 유형에

속한 부모의 비율도 20% 이상으로 나타나 여 히 자녀의 진로에 무 심한 부모

도 비교 높은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심리 지지 행동 지지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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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결정이 유의미한 계가 있었으며 심리 지지와 행동 지지 모두 높은

여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자녀가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나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 지지의 요성을 알 수 있었다.

3.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와 련된 학문 이고

실천 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상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의 학부모를

상으로 하 는데 자녀의 다양한 학령기에 따라 진로탐색 는 결정에 있어 부

모가 여하는 수 이나 방법도 다를 것이다.최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해 심을 갖는 연령이 차 낮아져 등학생 등 어릴 때부터 진로결정을 한

컨설 을 받거나 다양한 경험하는 것을 보아 고등학생시기 이 인 ·학교의

학부모를 상으로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해 조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등학생 에서도 일반고등학교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여의 방법과 수 이

어떠한지,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한편,이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는데 ,

이들은 양부모 가정의 아버지 는 어머니의 역할 이상을 하므로 여의 수 에

있어 양부모 가정의 부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 상 고등학교 3학년을 연구 상

에 포함시키지 못하 는데 학진학 원서를 쓰기 직 인 시 에 고등학교 3학년

부모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1,2학년의 부모와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의

수 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진로의사결정 여에 해 조사하

지만,후속 연구에서 부모가 직 응답한 진로의사결정 여에 한 조사도 필요

하다.서진희,이제경(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진로와 련

된 행동이 자녀가 인식하는 것보다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자

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의사결정 여만 조사하여 실제 부모 본인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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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어떻게 여 하는지는 알 수 없다.후속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인식의

차이는 있는지,개입이나 심리 ·행동 지지 각각에 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차

이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 여유형과 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에

향을 주는 특성으로 부모기 와 진로결정을 제외하고는 부분 인구통계학 특

성 사회경제 지 에 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후속연구를 통해 이들 이외에

부모의 심리특성 가치 등 내 특성에 따라 어떠한 특성들이 자녀의 진로의

사결정에 여할 때에 향을 미치는지 보다 깊게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이를 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 연구도 필요하지만 질 연구와 함께 진

행하면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부모의 자녀 진로의

사결정 여에 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진로결정 효능감,진로성숙

등)과의 계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를 더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개입과 심리 지지 그리고 행동 지지로만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

고 개입과 심리 지지,행동 지지보다 더 세분화된 내용에 해서는 구체

으로 제시하지 못하 다. 를 들어 개입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분야를 강요할

때’ 는 ‘싫어하는 학과나 분야를 제시할 때’등 여러 가지 개입의 측면이 있을

것이고,심리 지지도 ‘진로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로와 격려’ 는 ‘부모님이

내가 흥미 있는 분야에 한 심을 보일 때’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행동 지

지도 ‘정보제공’,‘비 제시’,‘모델링’등 세부 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같이 여

의 세부 인 내용과 부모 자녀 특성과 련이 있는지, 여의 세부 인 면

어떤 부분이 높거나 낮을 때 실제 자녀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성숙 등에 향을 주

는지 제시하면 실천 인 제언을 할 때 보다 구체 이고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섯째,유형을 도출하는 방법 인 측면에서 군집분석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

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부모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유형 도출 시 군집분석을 사

용하여 통계 으로 최 화된 군집 수에 따라 해당되는 부모들의 특징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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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부모 체를 상으로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속한 비율이 아버지

와 어머니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하지만 군집분석 이외에 잠재

로 일분석 등을 이용하여 유형을 도출할 수도 있다.

여섯째,부모에게 자녀 진로의사결정 여가 요하다는 인식을 키워 필요가

있다.연구결과 심리 지지 행동 지지에 따라 실제 자녀의 진로결정과도

계가 있었고,개입의 경우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부 인 계로 나타나 진로의

사결정시 자녀의 의견을 존 해주는 편이 나음을 알 수 있었다.이 보다 자녀 진

로결정에 지지가 높아졌지만 행동 지지의 경우 자녀가 인식하는 수 이 보통보

다 낮아 보다 극 인 지지가 필요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최근 들어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부모 상 진로연수 등 각종 로그램을 통하여 어떻게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에 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한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며,특히

연구결과에서처럼 자녀가 많고,학업성 이 낮은 자녀의 부모,교육수 이 낮은

부모들에도 이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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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  학   진 사결  여 도  개  한 문가 검 지

안 하십니 ?

  쁘신 에도 한 시간  내어 주   감사  말씀  드립니다. 

는 울 학  학원 산업 과에  사학 문  비하고 는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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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정의 세부내용

개입

-개입은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가 본인의 의견을 자녀에게

제안,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부모가 원하는 공 직업과

좋아하지 않는 공 직업을

제안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함

-자녀의 미래 공 직업에 해 생각을 가

지고 있고 자녀에게 나의 의견을 따르게 하도

록 노력함

-자녀의 공 진로 비에 무 많이 개입함

-미래 공 직업에 부모의 생각을 넣으려고

노력함

-자녀에게좋아하지않는 공과직업에 해말함.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공과 직업

을 결정하도록 노력함

지지

-진로결정을 한 탐색단계에서

다양한 직업, 공 련 정보

이를 잘할 수 있다는 심리

도움을 제공하고,탐색을 통해

잠정 으로 선택한 진로와 련된

정보 등과 이를 한 심리

도움을 제공함

<표 계속>

조사 내용에 대한 안내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  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자  진로의사결  여를 구명하

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 을 명 하고 도구를 개발하는 과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연구 고찰을 토 로 자  진로의사결  여의 개  

및 하위 역에 한 의를 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 사결  여 

 - 고등학  학생  진  결 하  해 보  직하고 안  검 하는 

과 에  그들  가 계하여 참여하는 과 수 에 한 식  말하 , 

가 본  견  안  강 하는 개 과, 다양한 직업과 공  보 

등  공하는 행동  지지   할 수 다는 심리  도움  공하는 

심리  지지  

□  지  진 사결  여 하 역 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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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리

지지

-자녀가 진로결정에 정 으로

임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주고

진로와 련된 고민에 한 의논

상 가 되어

-진로결정에 걱정·불안·스트 스를 덜어

-자녀의진로결정을 해 용기 격려를

-자녀의 흥미분야에 해 심을 표명함

-자녀와 진로에 해 화를 나눔

②행동

지지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성,

흥미를 찾기 한 검사,교육,

체험 기회제공 직업 학과에

한 정보를 제공함. 한,

부모본인 는 친인척들의

직업경험과 학업경험을 제공함

(내 특성발견,정보제공,모델링)

-자녀가 재능을 보이는 분야에 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학습,체험,견학 등)를 제공함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진로( 학 공·학

과) 직업정보자료(구체 하는 일, 망 등)

를 제공함

-시 에 흐름에 맞는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정치 등의 반 상황과 정보,그

리고 이에 맞는 비 을 제공함

-자녀에게 부모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이야기를 해

-장래 공 직업과 련하여 학생 직

장인(종사자)등을 만나 조언을 받도록 해

진로의사결  여의 역 구분과 하여 반 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술해 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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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입과 지지의 문항

문항 비고

개

1. 님  나  미래 공  직업에 해 생각  가지고 고, 
나에게 님  견  게 하신다.

2. 님  나  공  비에 무 많  개 하신다.

3. 나  미래 공  직업에 님  생각  주 시키 고 
하신다. 

4. 님  원하지 않는 공과 직업에 해 내게 말씀하신다.

5. 님  원하시는 향  공과 직업  결 하도  
하신다.

지
지

심
리

지
지

6. 님  나  진 결 에  걱 · 안·스트 스  
어 다.

7. 님  나에게 진 결   할 수 다고 용  격  
다. 

8. 님  나  진 흥미 야에 해 심  하신다.

9. 님  나  진 에 해  나누신다.

행
동

지
지

10. 님  내가 재능  보 는 야에 해  울 수 는 
(학습, 체험, 견학 등)  공한다.

11. 님  나  진 결  해 진 ( 학  공·학과)  
직업 보 료( 체  하는 , 망 등)  공한다.

12. 님  내가 시 에 흐 에 맞는 진 결  할 수 도  
사 , 경 ,  등   상 과 보, 그리고 에 맞는 
비  공한다.

13. 님  나에게  직 에  어나는 들에 해 
야  해 다.

14. 님  래 공  직업과 하여 학생  
직 ( 사 ) 등  만나 언  도  해 다.

개입과 지지의 항에 해 반 인 의견이나 추가, 삭  및 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술해 주시  바랍니다.



141

부록2 부모의 자  진로의사결  여 하 요인별 내용종합

 1. 개

구분 개입사용 개입수 구분 내용 문항

Phillips

외(2001)
하 역
구분

‧비활동 인 지지-비 의 7단계

비활동
인
지지

-원래 화가 없거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로결정 당시에
는 극 으로 여하지 않았다.
특별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에게 맡기며 체 으로 아이
의 결정을 지지하는 편이다.

무조건
인
지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좋은 생각이니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한다.아이가 결정에 해 불안해하면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
키면서 스스로 결정내리도록 한다.

정보제공

-아이가 심 있어 하는 분야(계열, 공,학교,학과 등)에 해
정보를 제공한다.구체 이건 모호하건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정
보를 제공하고,그러한 분야가 아이에게 좋은지 싫은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단하도록 한다.

안제시
-아이가 심을 갖게 된 분야(계열, 공,학교,학과 등)에 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실제 그 분야에 입학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알아본 후 도 해 보라고 소개한다.

어
붙이기
/자극하기

-내가 알고 있는 특정 분야(계열, 공,학교,학과에 한 정보)를
기 로 하여,특정 분야(계열, 공,학교,학과 등)가 아이에게
‘잘 어울리고 좋을 것 같다’혹은 ‘합하다’고 이야기 해 다.

강압 인
지도

-직·간 으로 알고 있는 특정 분야(계열, 공,학과에 한 정
보)의 망,보수,사회 지 ,안정성과 같은 조건들을 알려주면
서 아이에게 그 분야를 선택하도록 권한다.나 혹은 내가 잘 아
는 사람들이 경험한 분야를 권한다.

비

-아이가 심 있어 하는 특정 분야(계열, 공,학교,학과 등)가 아
이의 성별에 어울리지 않거나 불리해서,혹은 그 분야에서 요구하
는 능력(성)이 아이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포기하도록
권한다.

Turner

외(2003)
하 역
내 문항

‧하 요인 정서 지지 내의 문항으로 존재

정서
지지

-부모님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말 하신다.

Keller와

Whiston

(2008)

하 역
내 문항

‧Complexitydetermineditem과 Nonloadingitem의 문항으로 존재

Complexity
determined
item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특정진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실망할 거라고 말 하신다.

Nonloadi
ngitem

-부모님은 내가 진입했으면 하는 한 가지 진로를 가지고 계신다.

Dietrich

와

Kracke

(2009)

하 역
구분

‧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개입(interference)과 여결핍 (lackofengagement)

개입

-부모님은 나의 미래 직업에 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게 하도록 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직업 비에 무 많이 개입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미래직업에 그들의 생각을 넣으려고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해 내게 말 하신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직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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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개입 사용 개입수 구분 내용 문항

최 순

(2011)
하 역
일부 구분

‧하 요인인 부모주도진로권유가 이에 해당됨

부모주도
진로권유

-진로결정을 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자녀에게 요구한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부모의 경험이나 생각을 강력히 주장한다.

-자녀의 진로에 하여 부모가 기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해 다.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하 범주
내 개념

‧하 범주 내 개념으로 존재

진학지도
를 함

-구체 인 진로(직업, 학 학과)를 권함

아이와
많이
다툼

-내 의견을 아이에게 강요했음

-아이와 진로(진학,학과,직업 등)합의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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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지

구분 지지사용 지지구분 내용 문항

Phillips

외(2001)
하 역
일부구분

‧심리 으로 으로 지지하는 무조건지지와 정보제공 등의 하 요인에서
지지에 한 내용을 다룸

무조건
지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좋은 생각이니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한다.아이가 결정에 해 불안해하면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
키면서 스스로 결정내리도록 한다.

정보
제공

-아이가 심 있어 하는 분야(계열, 공,학교,학과 등)에 해
정보를 제공한다.구체 이건 모호하건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정
보를 제공하고,그러한 분야가 아이에게 좋은지 싫은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단하도록 한다.

안
제시

-아이가 심을 갖게 된 분야(계열, 공,학교,학과 등)에 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실제 그 분야에 입학할 수 있는 구
체 인 방법을 알아본 후 도 해 보라고 소개한다.

Turner

외(2003)
하 역
구분

‧지지방법에 따라 4가지로 구분

도구
조력

-부모님은 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장래 직장에서 일할 때 나에
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해 이야기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
신다.

-부모님은훗날내가직장에서쓸수있는것들을가르쳐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취업해서 활용할만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

-부모님은 내가 장래 희망 직업과 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
외활동을 하게끔 해 주신다.

모델링

-부모님은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시는지 이야
기 해주신다.

-부모님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이야기 해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의 직장에 데리고 가신 이 있다.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의 직장동료와 만나게 하신 이 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직업에 해 이야기 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여 주신 이 있다.

언어
격려

-부모님은 내가 졸업 후에 문 학 는 학에 진학하거나 직장
을 갖도록 독려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를 잘 마치기를 기 한다고 말 하셨다.

정서
지지

-부모님은 내 미래의 직업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에 해 이야기
해 주신다.

-부모님과 내가 취업 후에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울 때 나를 기쁘
게 하는 말 을 해 주신다.

-부모님과 나는 내가 언젠가 얼마나 멋진 직업을 갖게 될지에
해 이야기 하면서 흥겨워하곤 한다.

-부모님은 내가 미래의 진로에 해 걱정할 때 나와 함께 이야기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가끔 나의 장래 진로에 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직업 련 기술을 배우면 칭찬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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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지사용 지지구분 내용 문항

Keller와

Whiston

(2008)

하 역
구분

‧심리사회 지지,진로행동으로 구분

심리
사회
지지

-부모님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떤 직업에 심 있다고 말할 때 지지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 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나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교과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신다.

-부모님은 진로선택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 할 때
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요한 다양한10의 이슈에 심을 표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장래에 생각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물으신다.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높은 기 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서로 다른 다양한 교육,진로 옵션을 고려하도록
지지해 주신다.

진로
행동

-부모님은 구체 인 진로와 련한 읽기자료를 주신다.

-부모님은 구체 인 학과 련한 읽기자료를 주신다.

-부모님은 다양한 직업에 해 묻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내의 진로계획을 부모님께 말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도서 이나 서 에서 학이나 진로와 련된 정보를
찾아서 나에게 보여주신다.

-부모님은 학교나 교회에서 열리는 진로개발 워크 등에 나와 함
께 참여하신다.

-부모님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흥미검사나 진로검사 등에 응시하도록 지지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특별한 진로에 해 말 하신다.

-부모님은 어려운결정을 하는단계에서 나와 화를 나 신다.

-부모님은 나의 학교 상담선생님과 화를 나 신다.

Dietrich

와

Kracke

(2009)

하 역
내 문항

‧하 요인 하나로 지지가 존재,세부 으로 정보제공,조언포함

지지

-부모님은 나의 직업 흥미와 심에 해 말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흥미 있는 직업에 해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하

신다.

-부모님은 도제(apprenticeship)에 참여하도록 지지하신다.

-부모님은 진로선택에 조언을 해주신다.

-부모님은 다양한 진로에서 도제 기회에 해 말 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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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지사용 지지구분 내용 문항

신효정

외(2010)
하 역
구분

정보

지지

-나는 자녀에게 장래 희망직종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련

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자녀에게 이상 인 직업들에 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나는 여러 가지 직업에 하여 장,단 과 망 등의 정보를 제

공한다.

-나는 자녀가 시 흐름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사회,

경제,정치 등의 반 인 상황과 정보를 제공한다.

화

지지

-나는 자녀가 진로와 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합리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의 미래 진로에 해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의 진로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와 장래 진로의 두려움에 하여 함께 화를 한다.

정서

지지

-나는 자녀에게 진로 직업에 한 스트 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진로에 한 자녀의 의견을 존 해 주고 체로 받아들여

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라도 자녀의 의견을

존 해 다.

-나는 자녀가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 스를 받지 않

도록 배려한다.

경제

지지

-나는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미래에도 지원해 것이다.

-나는 자녀가 원하면 어학연수 유학을 보내 것이다.

-나는 자녀의 취업 진로 비를 한 교재비 학원비를 지원

해 것이다.

-자녀의 진로에 필요하다면,나는 아무리 큰돈이라도 마련해

것이다.

경험

지지

-나는 자녀에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이야기해 다.

-나는 자녀에게 나(부모)의 직업에 해 이야기해 다.

-나의 자녀는 내(부모)가 일하는 곳의 직장동료들을 만난 있다.

-나는 자녀에게 내(부모)가 일하는 곳을 보여 이 있다.

최 순

(2011)
하 역
구분

‧지지방법에 따라 진로능력,진로태도의 그 하 요인으로 구분

네트워
크연결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문가
의 조언을 받아보게 한 경험이 있다.

-자녀가 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련된 교육기 에
한 안내책자 등을 구하여 읽어본다.

-인터넷에서 자녀가 원하는 학 홈페이지를 찾아 입시정보를 알
아본다.

-자녀가 심 있어 하는 분야의 공자에게 조언을 받게 한다.

-자녀가 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자녀와 함께
만나서 그 직업에 해 알아본다.

진로정
보탐색
지도

-자녀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진로에 도움이 될만한 기사를 읽게
한다.

-자녀에게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구해 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에 한 책이나, 상물,다큐멘터리 등을 보
게 한다.

-자녀에게 진로 로그램이나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직업탐색을 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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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지사용 지지구분 내용 문항

최 순

(2011)
하 역
구분

진로
비
지도

-자녀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비시키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에 련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켜본다.

-직업의 종류,하는 일,지 나 보수에 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획득하는 방법과 비과정을 알도록 한다.

-진로를 하여 외국어나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워 다.

문가
도움
추구

-선생님과 자녀의 성 진로,취업에 해서 이야기를 나 다.

-자녀의 진로문제를 의논하기 해 학교나 학원을 방문한다.

-자녀의 진로와 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 (청소년상담원,진
로정보센터,YMCA등)을 찾아간다.

심리
지지

-자녀가 진로문제로 불안해할 때 불안을 여주기 하여 노력한다.

-자녀에게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좋은 이 있는지 이야기 해 다.

-자녀가 잘하는 과목이 있을 때 칭찬해 다.

-학업과 진로에 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 다.

-자녀가 재능을 보이는 분야가 있으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자녀의 성격을 알기 해 자녀를 자세히 찰한다.

-항상 가정 분 기를 화목하게 한다.

-자녀가 요한 결정을 할 때 신 히 생각하도록 한다.

진로결정
장애극복
지도

-자녀가 진로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는 것 같아 이유를 살펴본다.

-자녀의 진로결정 시 인기 있는 곳에 심이 있을 때,흥미와
성을 고려하게 한다.

-자녀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 문가 는
련 직업인의 의견을 들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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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지지(심리  지지, 행동  지지)의 항 도출

1. 심리  지지

선행연구 문항 내용 종합

Turner

외(2003)

-부모님과 나는 내가 언젠가 얼마나 멋진 직업을 갖게 될
지에 해 이야기 하면서 흥겨워하곤 한다.

-진로결정에 걱정·불안·

스트 스를 덜어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용기 격려를

-자녀의 흥미분야에

해 심을 표명함

-자녀와 진로에 해
화를 나눔

-부모님은 내가 미래의 진로에 해 걱정할 때 나와 함께
이야기하신다.

-부모님은내가가끔나의장래진로에 해두려워한다는것을아신다.

-부모님은 내가 직업 련 기술을 배우면 칭찬해 주신다.

Dietrich와

Kracke(2009)

-부모님은 나의 직업 흥미와 심에 해 말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흥미 있는 직업에 해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하신다.

-부모님은 도제(apprenticeship)에 참여하도록 지지하신다.

-부모님은 진로선택에 조언을 해주신다.

-부모님은 다양한 진로에서 도제 기회에 해 말 해주신다.

Keller와

Whiston(2008)

-부모님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 해 주신다.

-부모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나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진로선택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
할 때 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신효정

외(2010)

-나는 자녀에게 진로 직업에 한 스트 스를 주지 않
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자녀가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 스를 받지
않도록배려한다.

-나는 자녀가 진로와 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합리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의 미래 진로에 해 함께 화를 한다.

-나는 자녀의 진로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화를 한다.

최 순(2011)

-나는자녀와장래진로의두려움에 하여함께 화를한다.

-자녀가 잘하는 과목이 있을 때 칭찬해 다.

-학업과진로에 한동기를부여할수있는격려의말을해 다.

-항상 가정 분 기를 화목하게 한다.

-자녀가 요한 결정을 할 때 신 히 생각하도록 한다.

-자녀가자신의생각을표 하도록여러가지주제를가지고 화한다.

-자녀의흥미와 심거리에 해자녀와자주 화한다.

유정이(2009)

-나는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한다.

-나는 아이와의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다.

-나는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이와 얘기가 잘 통한다.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2009)

-아이에게‘할수있다’고격려함

-‘지원해주겠다’는이야기를직 함

-아이가성취할때마다 정 인피드백을

-아이에게스트 스(학업·입시)를주지않고자애

-함께하는시간을가지려고노력함

-의논상 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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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  지지 

구분 선행연구 문항 내용 종합

내

특

성

발

견

Keller와

Whiston

(2008)

-부모님은 학교나 교회에서 열리는 진로개발 워크 등
에 나와 함께 참여하신다.

-자녀가 재능을 보이는
분야에 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학습,체
험,견학 등)를 제공함.

-부모님은 진로검사나 흥미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흥미검사나 진로검사 등에 응시하
도록 지지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서로 다른 다양한 교육,진로 옵션을
고려하도록 지지해 주신다.

-부모님은내가교과외다양한활동에참여하도록권하신다.

Dietrich와

Kracke

(2009)

-부모님은 도제(apprenticeship)에 참여하도록 지지하신다.

-부모님은다양한진로에서도제기회에 해말 해주신다.

유정이(2009) -나는 아이에게 진로탐색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2009)

-심리검사 결과로 아이의 성향을 악함

-아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염두에 둠

최 순

(2011)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표 하도록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화한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과 련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켜본다.

-자녀가 재능을 보이는 분야가 있으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에게진로탐색 로그램이나진로교육에참여하도록한다.

-진로 성검사 결과를 잘 이해하고,그것을 토 로 자
녀의 진로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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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문항 내용 종합

정

보

제

공

비

제

시

Phillips

외(2001)

정보제공

-아이가 심 있어 하는 분야(계열, 공,학교,학과
등)에 해 정보를 제공했다.내가 알고 있는 가능
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아이가 그러한 정보를
알고 나서 그 분야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스스
로 단하도록 했다.

-자녀의 진로결정을
해 진로(학
공·학과) 직업정보
자료(구체 하는 일,
망 등)를 제공함.

Turner

외(2003)
-부모님은 훗날 내가 직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Keller와

Whiston(2008)

진로행동

-부모님은 구체 인 진로와 련한 읽기자료를 주신다.

-부모님은 구체 인 학과 련한 읽기자료를 주신다.

-부모님은 도서 이나 서 에서 학이나 진로와
련된 정보를 찾아서 나에게 보여주신다.

Dietrich와

Kracke(2009)
-부모님은 내가 흥미 있는 직업에 해 정보를 찾아
보도록 격려하신다.

신효정

외(2010)

-나는 자녀에게 이상 인 직업들에 한 정보와 자
료를 제공한다.

-나는 여러 가지 직업에 하여 장,단 과 망 등
의 정보를 제공한다.

최 순(2011)

-자녀가 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련된
교육기 에 한 안내 책자 등을 구하여 읽어본다.

-인터넷에서 자녀가 원하는 학 홈페이지를 찾아
입시정보를 알아본다.

-자녀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진로에 도움이 될 만
한 기사를 읽게 한다.

-자녀에게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구해 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에 한 책이나, 상물,다큐멘
터리 등을 보게 한다.

-직업탐색을 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 다.

-자녀에게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좋은 이 있는지
이야기 해 다.

-직업의 종류,하는 일,지 나 보수에 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유정이(2009)

-나는 진로 정보를 찾아 아이에게 알려 수 있다.

-나는 아이의 좋은 학 진학을 한 구체 인 략
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2009)

-진학 학업 정보를 제공함

-매체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게 함

홍 (2005)

-학교(교육기 )정보수집

-사교육 정보수집(학원선택 등록)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수집

-국외교육 정보수집

신효정

외(2010)

-나는 자녀가 시 흐름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사회,경제,정치 등의 반 인 상황과 정

보를 제공한다.

-시 에 흐름에 맞는
진로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사회,경제,정
치 등의 반 상황
과 정보,그리고 이에
맞는 비 을 제공함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2009)

-성 주의진로결정보다평생의직업을생각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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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문항 내용 종합

모

델

링

Turner

외(2003)

-부모님은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

시는지 이야기 해주신다.

-자녀에게 부모의 직장
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이야기를 해 .

-장래 공 직업과
련하여 학생
직장인(종사자) 등을
만나 조언을 받도록
해 .

-부모님은직장에서일어나는일들에 해이야기해주신다.

-부모님은나를부모님의직장에데리고가신 이있다.

-부모님은나를부모님의직장동료와만나게하신 이있다.

-부모님은직장에서어떤일들을하시는지나에게보여주신다.

-부모님은부모님의직업에 해이야기해주신다.

-부모님은내게부모님이일하시는곳을보여주신 이있다.

신효정

외(2010)

-나는자녀에게직장에서일어나는일들에 해이야기해 다.

-나는자녀에게나(부모)의직업에 해이야기해 다.

-나의자녀는내(부모)가일하는곳의직장동료들을만난 있다.

-나는자녀에게내(부모)가일하는곳을보여 이있다.

-나는 자녀에게 장래 희망직종에 한 정보를 제공하

기 해 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2009)

-내(는 배우자)직업경험이 아이에게 모델링이 됨

-내 인생 경험이 아이 진로발달에 참고가 됨

-친인척의 직업이 아이 진로에 향을 미침

최 순(2011)

-자녀가 심 있어 하는 분야의 공자에게 조언을 받게

한다.

-자녀가 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을 자녀와 함께 만나서 그 직업에 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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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본조사 지

안 하십니 ?

  쁘신 에도 한 시간  내어 주   감사  말씀  드립니다. 

 는 울 학  학원 산업 과 사과   라고 합니다.  사학

문  고등학  학   진 사결  여     특  

계라는 연  수행하고 습니다.

 귀하  직하고  는 답  본 연  해 매우 귀 한 료가  것 니

다. 답하시는  걸리는 시간  약 15 니다.

 사결과는  처리 므  특  개  료는 지 않 , 직 연  

한 료 만 사용  것  약 드립니다.

 답하지 않  문항  하나라도 , 그 문지는 할 수 없  문에 한 문

항도 빠짐없  답하여 주시  간곡히 탁드립니다. 

 끝  늘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  원하 , 쁘신 도 하고 귀 한 시간

 내어 주시어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3  10월

울 학  학원 산업 과

사과 : 

지도 수: 철

[연구자 연락처]김 은

(e-mail:kye831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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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

내용

어 니

그 지
않다

그 지
않

편 다
보통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

편 다
보통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1. 님  나  미래 공  직업에 한 생각  

가지고 고, 나에게 님  견  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님  나  미래 공 택  비에 무 

많  개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나  미래 공  직업에 님  생각  

주 시키 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님  원하지 않는 공과 직업에 해 내게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님  원하시는 향  공과 직업  

결 하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님  나  진 결 에  걱 · 

안·스트 스  어주는 말 나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님  나에게 진 택   할 수 다고 

용  격 가 는 말 나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님  나  진 흥미 야에 해 심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님  나  진 에 해  나누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님  내가 재능  보 는 야에 해  

울 수 는 (학습, 체험, 견학 등)  
공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님  나  진 결  해 진 ( 학  

공·학과)  직업 보 료( 체  하는 , 망 
등)  공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님  내가 시  흐 에 맞는 진 결  

할 수 도  사 ·경 ·  등   상 과 
보, 그리고 에 맞는 비  공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님  나에게 직 에  어나는 들에 
해 야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님  래 공  직업과 하여 학생 

 직 ( 사 ) 등  만나 언  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아 지

내용

어 니

그 지
않다

그 지
않

편 다
보통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
편 다

보통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1. 님  내가 되도록 경제 으로 성공이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님  내가   가진 직업  

취하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님  내가 사  는 업에 

취업하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님  내 직업  다  사람에게 랑스럽게 

개하  원할 것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님  내가 사  지  향상시킬 수 는 

직업  갖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님  내가 주 에  러워하는 직업  갖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Ⅰ.다  님  본  고등학생 시 에 학진학·진 결 에 얼마나 개   지지하는지에 한 문항 니다. 
다  각 문항에 해 아 지  어 니   한 에 ∨ 시  하시  랍니다.

   ( 님  한  경우 해당 는 곳에만 시해주시  랍니다.)

Ⅱ. 다  님  나에 한 에 한 문항 니다. 아 지, 어 니에 해 가   한 에 ∨ 시  
하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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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

편 다

그런
편 다

매우
그런

편 다

1. 나는 공  진  결 했  그 결 에 해 만 한다. 그리고 내가 한 

택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알고 다.
① ② ③ ④

Ⅲ.다  본  진 결 에 한 질문 니다. 해당 에 ∨ 시  하시  랍니다.

Ⅳ.다  통계  료  하여 필 한 귀하  님  특 에 하여 묻는 질문 니다. 해당 에 

∨ 시  하시  랍니다.

1. 귀하는 별  무엇 니 ?
     ①남                ②여

2. 귀하  학 ?             
    ①1학             ②2학             

3. 귀하   수는  니 (본  포함)?            
    ①1             ②2            ③3  상

4. 귀하는    째 니 ?  
    ① 동       ②첫째        ③ 째        ④ 째 상

5. 귀하는   등  니 ( 근 고사 )?  
    ①1-2등           ②3-4등          ③5-6등           ④7등  하

6. 님  학 ?

아 지 ①  하    ②고     ③     ④ 사     ⑤ 사

어 니 ①  하    ②고     ③     ④ 사     ⑤ 사  

    
7. 님  직업 무는?

아 지 ①               ②없      

어 니 ①               ②없      

8. 님 고용 태는(  7 에 ‘②없 ’ 에 해당  답 안하 도 니다)?

아 지 ① 규직( 업포함)  ②계약직        ③ 용직  

어 니 ① 규직( 업포함)  ②계약직        ③ 용직  

9. 님  월 득 (  7 에 ‘②없 ’ 에 해당  답 안하 도 니다)?

아 지 어 니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 상-200만원 미만
     ③200만원 상-300만원 미만

     ④300만원 상-400만원 미만
     ⑤400만원 상-500만원 미만
     ⑥500만원 상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 상-200만원 미만
     ③200만원 상-300만원 미만

     ④300만원 상-400만원 미만
     ⑤400만원 상-500만원 미만
     ⑥500만원 상

       

※ 끝 지 답해주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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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how parent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volve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depending on 

their and their children’s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e following factors were 

studied. First, involvements of parents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their 

children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s were studied. Seco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whose children are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their involvement 

in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on career were studied. Thir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s as well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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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uc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the parents’ involvement i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were studied. Finally, different types of parents’ 

involvement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their children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s were class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ypes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were analyzed.

For the research instrument, a questionnaire was used composed of the 

instrument when parents use to involve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and the instrument used for finding out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Instrument used by parents involving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are composed of interference and support. As for interference, the same 

instruments used for the research conducted by Dietrich and Kracke(2009) were 

used. Support has been classified into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based 

on content and instruments of the support introduced at the previous study. 

Review by experts and pilot survey were conducted to sec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In addition, existing instruments were used or 

reconstructed for figuring out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nd on-site visits from 28 October to 6 

November 2013 and a total of 84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ake into 

account both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gions, different years 

(grades) and sex of students. As a result, a total of 801 questionnaires were 

handed in and finally 68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PSS 18.0.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when parents whose 

children are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s involve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the most widely used style was psychological support followed 

by behavioral support and interference. Second, mothers far exceeded fathers in 

using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whereas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mothers and fathers in using interference. Third, in regards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arents, expectation of parents was related to interference and 

behavioral support, whereas education level of parents wa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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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and father’s economic status was related to 

behavioral support. Whether a mother had her job or not was related to 

interference and behavioral support, and father’s employment status was related 

to behavioral support. Fourth, in regards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number of children resulted in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whereas the child’s birth order was related to 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and the child’s academic performance brough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A meaningful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and the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Fifth, parent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rough cluster analysis. 

Type Ⅰ: interferenc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all low

Type Ⅱ: interferenc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all at the average 

level

Type Ⅲ: very low interference, psychological support above average and low 

behavioral support

Type Ⅳ: low interference and high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The proportion of parents belonging to Type Ⅲ, low interference and 

behavioral support with relatively high psychological support, was the highest. 

Finally, in TypeⅠ, where parents had low interference as well as low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there wa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parents with low education level, a large number of children and children with 

poor academic performance. In Type Ⅳ, where parents had high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there was a high proportion of parents with high 

education level, a small number of children and children with excellent academic 

performance and children tended to be the firstborn.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based on the result and discussion of 

the study. First, moth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was hig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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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of father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It means that mothers 

still had much more active role in giving support to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despite father’s increased participation compared to the past. 

Second, in regards to characteristics of parents, behavioral support had the largest 

difference among paren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whereas interference and 

psychological support showed relatively small differences. Third, in regards to 

characteristics of children, differences in parents’ involvement depending on 

children’s sex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Nonetheless, parents still 

tended to have low support when they had a large number of children and they 

showed high support for their firstborn child and children with excellent 

academic performance. Fourth, among the types of involvement showed by 

parents whose children are studying at general high schools, the type of 

involvement mostly composed of psychological support had the highest 

proportion. It means that a large number of parents with children at general high 

schools help their children i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mostly through 

psychological support alone. Finally, a meaningful relationship has been found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upport and the children’s decision 

on career. It implies how important parents’ support is in their children’s  

decision making on career.

According to the research,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ere is 

a need for various kinds of research on parent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 parents with children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parents with children at non-general high schools such as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special high schools, and single-parent family. Second, study on 

parent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should be 

conducted not only through the children’s perspective but also through a direct 

reply from the parents. Third, various factors need to be studied related to the 

parent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decision on career. Fourth, there needs to 

be a research on the parents’ involvement at a more specific and detaile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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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in terms of methodology, other methods can be used to classify different 

types of parents’ involvement apart from cluster analysis. Finally, we need to 

raise awareness among parents that their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is highly important.

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parents, involvement, career decision making, general high school, 

characteristics of parent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Student ID: 2009-3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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