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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김 태 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자기결정이론과 사회

인지진로이론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분석하고 모형 내에서 변인 간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4년제 대학 학생으로,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189개교 1,484,231명이었다.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표본으로는 학교소재와 전공계열을 고려한 유층화 군집 및 비율 

표집을 통해 8개교, 56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가지 영역에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묻는 문

항을 추가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총 56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이 중, 531부가 회수되어 94.8%의 회수율을 보

였고 무응답,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응답 등을 제외한 505명의 자료가 최종분석

에 사용되어 유효 자료율은 90.2%를 보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로는 대학생의 일반 특성과 진로선택몰입, 가족지

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가 사용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가

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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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시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되었으며, 모든 결과

는 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처리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대표하

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직

접적인 정적영향을 주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넷

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 및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언되었다. 첫째 대학생 하위집단별 진로선택몰입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과정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진행되는 진로선택몰입뿐만 아니라 진로배제성향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적 요인, 동기적 요인 이외에 환경적 

요인과 동기적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발을 위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정책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학생진로지도 

상담에 있어서 개인이 어떠한 동기로 진로결정과정에 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주요어: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 

구조방정식 모형

학  번: 2011-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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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통해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이며(Ginzberg, Ginsburg, Axelrod & Herma, 1951; Super, 1957; Harren 

1979),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직업 및 자신에 대한 탐색행

동이 요구된다(정철영, 1997). 그러나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정보를 수집하는 탐색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이 최종적인 진로를 선택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잠정적인 직업적 대안을 도출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실현 가능성에 따라 잠정적인 선택 및 이를 구체화하는 심리적인 과정

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Godfredson, 1981; Harren, 1979; Peterson, Sampson, 

Reardon & Lenz, 1996; Tideman & O’Hara, 1963)

이러한 심리적 과정 속에서 진로관련 다양한 문제들은 불안정한 심리와 관련

이 있다(Krumbolts, 1993). 다양한 직업적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불안정한 심리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을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탐색 활동은 

개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게 도와줄 수 있으나 탐

색행동이 곧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Blustein, 1988; Blustein, Devenis & 

Kidnye, 1989; Marcia, 1980; Krumbolts, 1993). 실제 다양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진

로의사결정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근심, 자기의심, 혼란 등을 경험하는 것이 확인

되어 왔으며 이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Hardin,  Varghese, Tran & Carlson, 2006;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진로탐색 및 준비행

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대학생 진로선택몰

입의 연구필요성을 제기한다. 진로선택몰입이란 진로결정에 강한 애착을 갖고, 

직업적 선호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며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해 나

가는 정도를 의미한다(Blau, 1988; Harren, 1979, 최수정, 2007). 이러한 정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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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진로선택몰입이 높은 개인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정적 심리를 

줄이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이 예상된다. 실제 다

양한 실증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준비 행동, 취업, 궁극적으로 

취업 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aks & Ashforth, 2002; 황매

향, 2002; 김순미, 이현림, 2008; 남진열, 2010).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선택몰입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한국 사회의 경기침체,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을 내

리는데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희, 서유란, 2012). 실제 한국교육

고용패널조사(2010)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 대학생의 51.5%가 미래직업을 결

정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계청(2011)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4년제 대학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이 5년 4개월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6년 5개월, 여

성은 4년 5개월로 나타났고 이러한 수치는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 부족은 그들

이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진열, 2010; 이승구, 2011). 물론 진로결정을 유예하는 개인은 진로탐색을 통해 

보다 나은 진로결정을 성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로선택몰입 없이 행하는 진로

탐색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이 적다는 점과 그로 인해 대학생들의 입직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기

한다((Blustein et al., 1989; 남진열, 2010; 이상희, 서유란, 2012).

한편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개인의 성향, 가치, 심리상태, 흥미, 

인지적 변인 등이 주목을 받아왔다(Kelly & Shin, 2009; 한효정, 2011). 이는 대학

생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이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기에(Harren, 1979)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 요소들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서는 환

경적인 요인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Fouad & Kantamneni, 2008; Yun, 2010).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상호작용 하며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

문이다(Bandura, 1989 ; Super,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된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 간의 구조적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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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를 선정하였다. 다양한 실증연구에서 가족관

련 변인은 진로선택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되어왔다(Leal-Muniz & 

Constantine, 2005; 최수정, 2007). 특히 대학생 시기가 학생에서 직업인으로 변화

해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족의 지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진로발달을 

도모할 것이라 기대된다(Whiston.,& Keller, 2004)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족관련 

변인들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경에 따른 

심리적인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지가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진

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진로의사결정과정이 여러 직업대안들을 의도적으로 좁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Brown, George-Curran & Smith, 2003; Harren, 1979). 개인의 

의도적인 과정은 인지적, 정서적인 과정으로만 치부 할 수 없고 개인행동에 이유

를 제시하는 동기적인 요인이 중요시 된다(Kanfer, 1989). 이는 개인이 자신의 주

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지한다 하더라도, 혹은 불안함을 느낀다 하더라

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능동적으로 행동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동기요인들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이 능동적으로 진로

선택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가족의 지지와 진로결정 몰입을 매개하는 동기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 이유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행한다고 생각할수록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이는 지

속적인 행동, 창의성, 만족 등을 예측한다고 제시하여 왔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

시키기 위해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자율성이라 개념화 하였다(Ryan & 

Deci, 2006; Sheldon & Elliot, 1999) 이에 따라 진로결정과업을 자신의 이상을 실

현시키기 위해 수행한다고 인지하는 수준인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하지만 그간

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미결정

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존재한다(김은영, 2007; 박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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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학, 2007; 송현아,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진로결정자율성을 단

순히 진로결정 여부 및 진로탐색행동의 양적인면 만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봤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은 개인은 진로결정을 위한 행

동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행동이라고 인지하고 있기에 진로를 결정하지 않

은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목표를 능동적으로 구체화하는 심리적

인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yan & Deci, 2006; 최윤정, 구본정, 2010).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 이유를 진로결정을 위한 과

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지할수록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 한다고 설명하여 왔다(Betz & Klein, 1996; Betz, Klein & Taylor, 1996; Lent, 

Brown & Hackett, 1994). 그리고 자신이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

수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수준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몇몇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을 예측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목표에 대한 확신 및 행동이 과업에 대

한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Jin, Watkins & Yuen, 2009; Lent, Brown & Hackett, 1994; Wang, Jome, Haase 

& Bruch, 200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Guay 외(2006)와 Williams 외(2004)는 개인이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인지할수록 행동에 더욱 참여하려고 하며 이는 자기효능감을 스스로 높게 가지

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몇몇의 연구에

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Guay, 

2005; 김은영, 2007). 하지만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이 두 변인이 맥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변인과 함께 두 변인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국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몰입은 중요한 발달과

업중의 하나이고 이를 높이는 심리적인 과정을 구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소인 가족지지, 동기적 요소인 진로결정자율

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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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복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이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 지를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첫 번째 연구목표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이 변인 간 인

과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간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

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표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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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

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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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a career choice)이란 개인이 직업적 선호를 발달

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진로결정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의식으로서 진로목표에 대한 애착, 확신 및 직업적 계획을 준비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최수정, 2007). 이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은 Blustein 외(1989)가 개발하

고 최수정이 번안한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도구를 연구자

가 수정, 번안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가족지지

가족지지란 가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원을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박현미, 2011). 이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윤혜정

(1983)이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박현미(2011)가 수정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율성이란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중

요하고 의미 있다고 느낌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인지하는 

동기 수준을 의미한다(Guay, 2005).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외재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동기에 의해서 산출되며 Guay(2005)가 개발하고 

한고운(2004)이 번안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 도구

를 연구자가 수정, 번안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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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행해야 하는 진로발달과업들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Betz, Klein & Taylor, 

1996).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

획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Betz, Klein, Taylor(1996)이 개발하고 이은경

(2000)이 번안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연구자가 수정, 번안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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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발달

가. 진로이론에서 나타나는 대학생 시기의 특징

대학생 시기는 학생의 신분에서 직업인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학생들

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해야하는 의사결정이 요구된다(정

철영, 1997; 2011). 이에 따라 다양한 진로이론에서는 대학생 시기를 강조하며, 

이를 설명하고자 다양한 모델들이 제공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진로이론에서 나

타난 대학생 시기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진로발달이론에서는 대학생 시기를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의 실현 가능성

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적 선택을 구체화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본다. Ginzberg 

외(1951)는 진로선택을 하나의 발달과정으로 보고,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대학

생 시기 이전에 개인은 환상기와 잠정기를 거치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을 

고려한 직업적 선택을 하려고 하나, 대학생 시기에 개인은 현실적인 요인을 직업

적 선택에 고려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대학생 시기를 현실기라고 

보고 탐색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로 나누었다. 개인은 탐색단계에서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화단계에서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등의 

내적요소와 실현가능성 등의 외적요소를 통합하며, 특수화단계에서는 잠정적인 

결정을 더욱 구체화 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올바른 직업선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per(1957, 1980)는 Ginzberg의 이론이 개인의 일생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개인의 전 인생을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이론을 정립하

였다. 그는 그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생애주기와 생애공간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였

는데 생애주기란 개인의 생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 변화해 

나가는 단계별 과정을 의미하며, 생애공간이란 개인이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수행

하는 자녀, 학생, 여가인, 시민, 근로자, 배우자, 주부, 부모와 같은 역할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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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는 개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 변화해 나가는 과정(생애주기)을 거친다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개인

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생애공간)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개념

을 발달시켜서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찾고자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uper는 생애주기와 생애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에 해당한

다. 그리고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구분된다. 잠정기에서 개인은 욕

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잠정적인 진로를 선

택하고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해서 시행해 본다. 전환기에서 개

인은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 요인을 중요시하게 된다. 시행기에서 개인은 자신

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해서 최초로 직업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

를 거치며 개인은 2가지 발달과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중 하나는 자신이 선호하

는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구체화이고 다른 하나는 잠정

적인 직업선호에서 특정한 직업선호로 옮겨가는 특수화이다.

구분 이론의 특징 단계 세부내용

Ginzberg의 
진로발달
이론

Ÿ 진로선택을 하나의 
발달과정으로 보고,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임을 강조 

Ÿ 대학생 시기를 현실기라 
명명

탐색
단계

Ÿ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구체화
단계

Ÿ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의 내적요소와 
실현가능성 등의 외적요소를 통합

특수화
단계

Ÿ 잠정적인 결정을 더욱 구체화 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올바른 직업선택에 도달

Super의 
진로발달
이론

Ÿ 생애주기와 
생애공간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개인은 
발달단계를 통해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며 
이에 따른 직업을 
찾고자 함

Ÿ 대학생 시기를 탐색기라 
명명

잠정기

Ÿ 개인은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해서 시행

전환기

Ÿ 개인은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 
요인을 중요시하게 됨

시행기
Ÿ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해서 최초로 직업을 가짐

<표 Ⅱ-1> 진로발달 이론에 따른 대학생 시기의 발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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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학생 시기의 공통점은 자신의 진로

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요소와 실현가능

성이 조화를 이루는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Godfredson, 1981). 이에 

따라 대학생 시기에는 두 가지 발달과업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자신과 외부 환경

에 대한 탐색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이다(Harren, 1979; 

Tideman & O’Hara, 1963; Super, 1957) 탐색은 개인의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이

해를 도와 자신이 중요시하는 것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몰입

은 개인에게 확신을 제공하여 실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

로 이 두 가지 과업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진로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per의 이론이 연령에 따라 자기개념이 발달하며 이에 따른 직업적 자아정체

감이 발달해 간다고 주장한 반면, Tideman과 O’Hara(1963)는 직업적 자아정체

감이 의사결정이 되풀이 되면서 발달해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

을 크게 예상기와 실천기로 구분하고 이를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 

순응기, 개혁기, 통합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예

상기에서 잠정적인 진로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탐색과 몰입이 필요하

게 된다. 탐색기에서 개인은 개인과 외부환경의 탐색을 통해 진로목표설정, 대안

탐색, 능력과 여건을 평가하게 되고 나아가 구체화기에서 선택기를 거쳐 명료화

기에 이르기 까지 자신에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시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이에 따른 잠정적인 선택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게 된다.

구분 세부내용

예상기

탐색기
Ÿ 진로목표 설정, 대안탐색, 진로목표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에 

대비한 예비평가

구체화기 Ÿ 구체적인 진로준비(가치관, 목표, 보수, 보상 등)

선택기 Ÿ 구체적인 의사결정(하고 싶어 하는 일과 하기 싫어하는 일)

명료화기 Ÿ 결정을 신중히 분석, 검토

실천기

순응기 Ÿ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

개혁기 Ÿ 인정을 받은 후에 강력하게 자신을 주장

통합기 Ÿ 집단/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타협/통합

<표 Ⅱ-2> Tideman과 O’Hara(1963)이론의 의사결정 과정



- 12 -

Harren(1979)은 그간의 이론들이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하

였다. 그는 그동안의 진로이론들이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대안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대안들 중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성과 실현가능

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행동에 몰입하는 심리적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인식단계, 계획

단계, 확신단계, 이행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인식단계에서 개인은 개인이 진로계획

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계획단계에서 개인은 많은 

탐색활동을 통해 잠정적인 진로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게 된다. 확신단계에서 개

인은 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결정에 확신을 더하게 된다. 이행단계에서 개인은 결

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인이 탐색활동을 

통해 잠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확신 단계, 즉 선택에 대한 몰입단계를 진행하

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탐색과 몰

입은 심리적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발달과업임을 알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인식단계 Ÿ 개인이 진로계획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판단

계획단계 Ÿ 많은 탐색활동을 통해 잠정적인 진로결정을 내릴 준비

확신단계 Ÿ 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결정에 확신을 더하게 됨

이행단계 Ÿ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

<표 Ⅱ-3> Harren(1979)이론의 의사결정 과정

비교적 최근에는 인지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인지에 기

반하여 설명한 인지정보처리이론이 등장하였다(Peterson et al., 1996). 이 이론은 

개인이 자기지식과 직업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데 초인지능력이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통제, 감독한다고 설명하며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의사

소통, 분석, 종합, 가치평가, 실행으로 구분한다. 의사소통에서 개인은 문제를 느

끼고 이러한 문제를 해석한다. 분석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분

석한다. 종합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확장하고 자신의 가치와 실현가능

한 대안들의 목록을 만들어낸다. 가치평가에서는 각각의 가치체계에 따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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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매기고 실행단계에서 개인은 최선의 대안을 행동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개인이 실제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다양한 

탐색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들 도출한다는 점과 이후 자신의 가치 

및 실현 가능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대안을 좁히고 선택하는 몰입이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지정보처리 이론에서도 탐색과 몰입을 실제 의사결정을 

위해 완수되어야할 발달 과업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의사소통 Ÿ 문제를 느끼고 이러한 문제를 해석

분석 Ÿ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

종합
Ÿ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확장하고 자신의 가치와 실현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만들어냄

가치평가 Ÿ 각각의 가치체계에 따라 대안 각각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매김

실행 Ÿ 최선의 대안을 행동으로 전환

<표 Ⅱ-4> 인지정보처리이론의 의사결정 과정

지금까지의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 시기는 진로의사결정을 하기위해서 

자기개념과 일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은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호도와 실현가

능성을 기준으로 자신 및 외부 환경을 탐색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이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몰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 의사결정 과정과 진로발달과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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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고홍월(2008)의 연구와 고홍월, 

김계현(2008)의 연구에서는 탐색과 몰입을 진로의사결정의 성숙수준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진로의사결정의 성숙

수준이란 의사결정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폭

넓은 직업정보, 구체적 자기이해, 정확한 직업전망 등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 편

안해 하는지, 계획과 대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등을 나타내는 정도라 볼 수 

있다. 이들은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을 성숙한 진로의사결정, 중간의 진로의사

결정, 미숙한 진로의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이러한 수준을 판단

하는 준거로서 몰입(목표의 유무, 확신정도, 대안 등)과 탐색(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한국 대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탐색과 몰입이 

중요한 과업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나. 대학생 진로발달에서 진로선택몰입의 중요성

대학생 시기는 탐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직업적 대안들을 설정하

고 이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몰입하는 시기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탐색 이후의 몰입이 반드시 따라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다양한 이론에서

는 탐색을 통한 대안 도출과 이러한 대안들 중 선택 및 몰입이 단계적으로 이루

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탐색활동이 곧 몰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Marcia, 1980; Blustein, 1988; Blustein et al., 1989; Krumboltz, 1993). 

물론 Marcia(1980)의 직업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두 가지 과업이 직업

정체감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최수정, 

2007). 그는 직업정체감의 상태를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탐

색행동과 몰입을 축으로 나누어지는데 diffusion 상태는 몰입과 탐색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직업적 자아정체감 혼미상태라고 명한다. foreclosure상태는 실제 탐색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탐색 없이, 전통에 기초하여 직업적 선택을 한 상태로

서 직업적 자아정체감 유실이라고 명한다. moratorium 상태는 탐색행동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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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직업적 자아정체감 유예라고 한다. identity 

achievement 상태는 탐색 후 충분한 몰입이 이루어진 상태로 직업적 자아정체감 

성취라고 명한다. Marci(1980) 대학생들이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혼미나 유실상태

에서 유예상태로 옮겨가고 이후 성취단계로 이행한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탐색행

동이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기초단계이며, 이후 몰입이 이루어질 때 자아정체

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Ⅱ-2] 탐색 및 몰입 수준에 따른 직업정체감
출처: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실제 다양한 실증연구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성취단계에 도달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Kroger, 1988; 김형태, 1989; 남상인, 2000).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단계를 살펴본 김형태(1989), 남상인(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응답한 

대학생 중 가장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유예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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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2000)의 연구에서는 유예상태에 있는 대학생의 비율이 54.6%로 과반수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탐색

한 이상희, 서유란(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수준이 진로선택몰입수준과 

진로탐색행동수준으로 예측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508명을 대상으로 진로정

체감 수준을 확인한 결과, 유예상태에 있는 대학생이 166명(3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유예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이 

유실상태에 있는 대학생보다 진로태도 성숙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혼란, 유실, 유예, 성취단계로 진행된다는 기존에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설명의 불일치가 

현재 한국 사회·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청소년 실업난과 진로 시장 진입의 어

려움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유예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더욱이 Krumboltz(1993)는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몰입하지 못하여 결정

을 미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많은 대학생들이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

보가 정확한지 의심하고 실제 직업을 선택한 후 나의 예상대로 될지를 의심하여 

쉽게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욱이 그는 개인에게 진로문

제가 중요하게 인식될수록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에 따라 그는 이러한 현상을 결정에 대한 공포(zeteophobia)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들은 대학생들이 진로탐색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 선

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제시하며 올바른 직업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

해서는 진로탐색행동과 함께 직업결정의 몰입이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한

다. 또한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노동 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아정체

감 유예상태에 있다는 점은 한국 대학생들의 탐색행동이 미래에 대한 근심과 혼

란으로 인하여 몰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한 탐색이 곧바로 진로선

택에 대한 몰입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Blustein, 1988). 이는 탐색행

동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 부정적인 심리를 만들어 몰입을 



- 17 -

방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로의사결정과정이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자신

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때, 부정적인 심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예측

할 수 있다. 실제 다양한 연구에서는 근심, 자기의심, 혼란 등이 진로결정을 어렵

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Hardin,  Varghese, Tran & Carlson, 2006; Janis 

& Mann, 1977; Fuqua & Hartman, 1983; 한효정, 2011;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물론 탐색 없이 이루어지는 몰입은 자아정체감 유실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탐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사실이다(최동선, 2003; 박고운, 이기학, 2007; 김순

미, 이현림, 2008; 송현아,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

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의 이유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에 목적

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몰입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

순히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진로탐색

행동이 몰입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최윤정, 구본정, 2010). 그리

고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심리적 과정을 구명하여 어떠한 진

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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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선택몰입

가. 진로선택몰입의 개념

1) 진로선택몰입의 정의

대학생 시기 자신의 진로선택에 몰입하는 것은 다양한 직업적 대안들 중에서 

자신의 내적인 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하고 이

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하여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이끈다(Blustein 

etc al., 1989). 이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 많

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선택몰입을 후기 청소년기, 전기 

성인기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Blustein et al., 1989; 

Harren, 1979; Super, 1957; Tideman & O’Hara, 1963). 더욱이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은 진로 준비행동과 취업 및 취업 후 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Saks & Ashforth, 2002; 김순미, 이현림, 2008; 남진열, 2010).

일반적으로 몰입이란 어떤 대상에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으로 정의된다(표준국

어대사전, 2012). 이러한 정의를 통해 보건데 몰입은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

고자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이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자신의 삶이 이러한 

목적에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몰두하는 정도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Csikszentmihlyi, 1990), 따라서 몰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몰두하는 정도가 어떻

게 표현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즉 개인이 하나의 목적에 몰두하였을 때 

경험 하게 되는 심리와 이에 따른 수행상태가 개인이 몰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게 되며, 몰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과 수행상태를 고려하

여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몰입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몰입이라고 사용되는 용어 

또한 attat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flow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하

영자, 2005).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몰입하는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몰입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몰입을 개인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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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심리적 상태로 볼 수도 있고 나아가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기반으로 어떠

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위해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몰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몰입의 개념적 정의

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현진, 2011). 이에 따라 장현진(2011)은 선행연구에

서 정의한 몰입의 개념을 종합하여 몰입을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 

애착으로 정의한 연구와 심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정의한 연구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몰입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시는 개인이 어떠

한 목표 및 목적을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인식한다면 결국 목표달성을 위한 수

행을 시작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진로선택몰입 또한 이러한 몰입의 개념에 근거하여 개념적 정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Super(1957)와 Blau(1988)는 진로선택몰입이란 특정 직업목표

에 대한 강한 애착을 동반하는 직업적선호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러한 몰입의 개념적 정의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로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몰입이 직업목표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개념적 정의에서 살펴보아야할 점은 진로선택몰입을 단순히 목표

에 대한 애착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수행의 상태를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이다. 이에 따라 Harren(1979)은 진로 선택에 대한 몰입을 선택에 대한 개

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부터 주위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거쳐, 확신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높아진 개인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소를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고 제시하였

다. 즉 진로선택몰입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 결정을 자신의 자아개념에 내재

화 하여 이에 따른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Marcia, 1980). 이에 따라 진로선택몰입

을 정의한 Blustein 외(1989)의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을 특정한 진로목표에 대

한 애착에 따라서 나타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의식으로서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잠재적인 장애물을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제시하였

다. 



- 20 -

또한 진로선택몰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몰입이 단순히 자신의 선택

에 대해서 갖는 애착 및 확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애착 및 확신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Harren(1979)은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을 선

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부터 주위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거쳐, 확신

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잠정적인 진로선택 이후 진

로선택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몰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Super의 진로발

달이론과 Tideman과 O’Hara의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lustein 

외(1989)는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을 진로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몰입과 

진로결정과정을 거치는 것과 상관없이 진로선택을 하려는 성향을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즉 이들은 진로선택몰입이란 다양한 직업적 대안들을 도출하고 제외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이며 이러한 진로선택

몰입은 다른 진로선택을 배제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진로선택몰입이란 개인이 직업적 선호를 발달시

키고 구체화시키는 진로결정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의

식으로서 진로목표에 대한 애착, 확신 및 직업적 계획을 준비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진로선택몰입을 ‘특정한 진로목표

에 대한 애착에 따라서 나타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라고 정의

한 Blustein 외(1989)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소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Harren(1979)이 설명한 진로결

정 몰입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몰입이 탐색행동을 통해 높아지며 

자신의 진로목표가 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변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고 설

명하였다. 그리고 개인은 ‘bolstering’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탐색행동에

서 도출되는 몰입에 확신을 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심리를 줄이고 자신의 선택에 긍정

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탐색

을 통한 몰입과정에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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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소는 크게 탐색을 통한 몰입과 개인적인 bolstering을 통한 몰입으로 구분 할 

수 있다(최수정, 2007).

이에 따라 Blustein 외(1989)는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들에서 나타난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을 종합하여 직업적 탐색 및 몰

입과 진로배제경향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은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이 탐색과

정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몰입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설명

한다. 

가) 직업적 탐색 및 몰입(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은 개인이 진로탐색행동을 하며 대안들을 도출하고 이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몰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몰입을 의미한다. Blustein 

외(1989)는 이러한 형태의 몰입을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높은 몰입이 

이루어진 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선상에서의 몰입이 진행된 정도라고 표현하

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은 몰입이전단계를 경험한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진로결정에 어려움

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 있는 개인은 중기 청소년단계에 있으며 교육적 

선택 및 진로 선택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이들은 그들의 선택에 확신과 자신

감이 부족하며 그들 자신과 직업 환경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찾는다. 

이후 이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직업적 대안들을 제한하고 구체화 하는

데 이를 통해 개인은 잠정적인 몰입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그들의 직업적, 교육적 진로 선호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나아

가 그들의 목표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을 얻게 된다. 이러한 직업적 대안들의 탐

색, 반추, 시험 해보는 과정은 개인의 직업적 선호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선호도를 명확히 하고 

잠정적인 몰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몰입단계에 진입한다. 이 단계는 개인이 진로선택몰입과 

관련하여 확고하고 자신감 넘치는 감정을 경험할 때 종료된다. 자신의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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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한 개인은 매우 넓은 범위에 환경과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

는데 방해를 하는 잠재적인 장애요소를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극

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마침내 이들은 진로결정에 실행과 관련한 다음 과

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은 몰입이전단게에서 몰입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과정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리고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몰입은 진로선택몰입을 결정하는 하위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이라고 지칭한다(Blustein et 

al., 1989).

나) 진로배제경향(Tendency To Foreclose Scale)

진로배제경향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앞서 탐색이 곧 몰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자신의 직업

적 선호 및 진로목표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애착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몰입은 

개인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Blustein, 1988). 이는 진로의사결정과

정이 부정적인 심리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탐색이 몰입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해

야 하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Harren(1979)

은 이러한 면을 bolstering이라고 표현하였다.

위와 같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확신과 애착을 더하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상이

하게 나타난다. 이는 부정적인 심리에 대처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Janis & Mann, 1977; Blustein et al., 1989).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개인들

이 똑같은 탐색활동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몰입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Blustein 외(1989)는 이러한 개인차를 진로배제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배제

경향이란 개인의 진로목표에 애착과 확신을 강력하게 느끼는 정도로서 이는 개

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배제경향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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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다른 진로대안들을 막는 경향으로 설명 할 수 있다(최수정, 2007). 이에 

따라 진로배제경향이 강한 사람은 같은 수준의 탐색행동을 한 사람보다 자신의 

진로목표에 강력한 애착과 확신을 가지며 부정적인 심리를 피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진로선택몰입은 개인의 진로배제경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진로배제경향이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

정적 심리를 이겨내고 몰입하는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로배제

경향을 진로선택몰입의 또 다른 하위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진로선택몰입과 관련용어와의 관계

이 장에서는 진로선택몰입과 관련용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며 진로선택몰입의 

이해를 심화하고자한다. 먼저 진로선택몰입과 관련된 용어로는 직업적자아정체감

을 꼽을 수 있다. 직업적자아정체감은 개인적 가치와 자기지식을 자기 확신에 통

합할 수 있는 능력과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준비도로 표현할 수 

있다(Holland, 1997). Super(1957)는 직업적자아정체감이 다양한 발달 단계를 통해 

완수되며 개인의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Marcia(1980)는 직업적 자아정체감이 탐색과 몰입이라는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

누어진다고 설명하였고 완전한 직업적 자아정체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혼미나 

유실상태에서 탐색행동을 통해 유예상태로 변하고 나아가 몰입을 이루어 성취상

태로 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직업적 자아정체감과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진로목표

를 자기개념에 통합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진로선

택몰입은 발달단계에서 이룩해야할 과업중 하나이며, 직업적 자아정체감은 다양

한 과업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는 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게다가 진로선

택몰입은 후기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직업적 자아정체감은 발달 과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최수정, 2007).

진로선택몰입과 관련된 용어 중 다른 하나는 진로결정수준이다. 고향자(1992)

는 이러한 진로결정수준을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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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결정 수준이란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방향을 분명

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로선택몰입은 목표에 대한 애착 및 이에 따른 자신감이 포함된다. 이

에 더해 이러한 자신감으로부터 개인은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 나가는 데에 맞닥

뜨릴 수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준비하게 된다(Blustein et al., 1989). 그리고 진

로결정수준은 탐색 및 몰입의 과정이 진행된 후에 결정 수준을 의미하지만 진로

선택몰입은 탐색 및 몰입이란 과정적 개념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보

았을 때,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보다 선행하는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실

제 최윤정과 구본정(2010)은 진로미결정자들을 성숙한 진로미결정자와 미성숙한 

진로미결정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성숙한 진로미결정자는 탐

색행동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반면 미성숙한 진로미결정자들은 진로결

정에 도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즉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탐색행동 및 진로선

택몰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두 가지 발달과업이 진행되어야 만이 올바른 진로결

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보다 선행하는 

발달과업으로서 올바른 진로결정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선택몰입과 관련된 용어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9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개

인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접목시킨 개념으로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된다(Taylor & Betz, 1983). 이

러한 개념적 정의를 보건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진로결정

을 위해서 필요한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높고 이에 따라 진로결정을 위해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

립, 문제해결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

다. 

이에 반해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과업수행의 결과 나타난 자신의 진로결정

에 대한 확신, 애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확신 및 애착을 통해 주어진 자

신의 진로결정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

의를 보건데 진로선택몰입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진로결정과정을 통해 도출된 

대안에 대한 확신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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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확신하고 애착 및 준비하는 정도로서 자신이 진로결정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

에 대한 믿음이 높은 반면 진로선택몰입이 높은 개인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을 통

해 도출된 진로결정이 자신의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잘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지각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최수정, 2007). 이에 따라 진로선택

몰입 측정문항인 ‘나는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라

는 문항을 살펴보면 진로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이 아닌 진로목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응답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진로선택몰입의 측정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는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하나는 Buck, Daniels(1985)가 개발한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에서 직업적 명확성과 몰입을 측정하는 DMT-O(Decision Making 

Task-Occupations)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Blustein 외(1989)가 개발한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이다. 이 두 가지는 Harren(1979)의 

이론에서 도출된 측정도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측정하는 요인의 수와 

응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 DMT-O(Decision Making Task-Occupations)

Buck, Daniels(1985)가 개발한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는 Harren(1979)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직업적 명확성과 몰입

을 측정하는 DMT-O(Decision Making Task-Occupations)가 있다. 이 측정도구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진실 혹은 거짓 형태로 문항에 응

답한다. 이에 따라 진실이라고 답한 문항수대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낮은 점수는 

진로선택몰입이 낮은 상태로서 진로목표에 대한 낮은 명확성을 나타내고 진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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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높은 점수는 개인의 진로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진로계획을 구체화 시킨 상태로 표현된다. Buck, 

Daniels(198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 에서 .89로 나타났으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9에서 .83으로 나타났다. 

2)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

Blustein 외(1989)는 그간의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고 나아가 후속 

연구를 위해서 2가지 요인으로 된 진로선택몰입측정도구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를 제작하였다. 이중 하나는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로서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을 측정한다. 즉 VECS는 탐색 과정에

서 나타나는 몰입과정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TTFS(Tendency To 

Foreclose Scale)로서 진로배제경향을 측정한다. 즉 TTFS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애착과 확신을 강력하게 느끼는 정도로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제외한 다

른 진로대안들을 막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CCCS는 앞서 DMT-O와 같이 

Harren(1979)의 이론에서 출발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DMT-O는 하나

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탐색활동을 통한 몰입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CCCS는 

이와 함께 개인에 따라 다른 진로대안들을 배제하는 경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두 측정도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Blustein et al., 1989). 

Blustein 외(1989)의 연구에서는 5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CCCS의 확인적요

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적 탐색 및 몰입(VECS)의 요인적재량은 .413~.755로 타나났으며 진로배제경

향(TTFS)의 요인적재량은 .333~.824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요인분석을 수행하여 크로스 확인(Cross-validation)이 시행되었는

데 검증결과 직업적 탐색 및 몰입(VECS)의 요인적재량은 .353~.777, 진로배제경

향(TTFS)의 요인적재량은 .410~.77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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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는 진로결정 몰입의 하위요소중 

하나인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몰입

을 측정한다.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아주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에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탐색과정

에서 낮은 몰입수준을 의미하는 미몰입단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 5개의 문

항은 역 채점 문항으로서 점수계산과정에서 역 채점해야 한다. Blustein 외(1989)

의 연구에 따르면 이 검사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에서 .92로 나타났고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90에서 .92로 나타났다.

나) TTFS(Tendency To Foreclose Scale)

TTFS(Tendency To Foreclose Scale)는 진로결정 몰입의 하위요소 중 하나인 진

로배제경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제외한 다른 진로대안들을 

막는 경향을 측정한다.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에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

러한 배재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단 1개의 문항은 역 채점 문항으로서 점수계

산과정에서 역 채점해야 한다. Blustein 외(1989)의 연구에 따르면 이 검사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에서 .84로 나타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에서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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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선택몰입측정도구 종합

진로선택몰입측정도구들은 Harren(1979)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공통

된 특징이 있지만 강조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점을 보인다. 처음 제작된 

DMT-O(Decision Making Task-Occupations)는 진로목표에 대한 명확성 및 진로계

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측정도구는 진로선택몰입의 

정의에 따라 직업선호에 대한 의식 및 준비정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

신의 진로에 대한 애착 및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정도를 측정하지는 못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Blustein 외(1989)는 그간의 진로선택몰입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Harren(1979)

의 연구를 바탕으로 탐색을 통한 몰입과 몰입에 개인차를 구분하여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와 TTFS(Tendency To Foreclose 

Scale)도구를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탐색을 통하여 몰입이전 단계에서 

몰입단계로 진행하는 몰입의 과정적인 측면과 개인에 따라 몰입을 더욱 쉽게 한

다는 개인차를 측정함으로서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나타난 TTFS 도구는 탐색이 선행되지 않은 몰입

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진로선택몰입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

다. 즉 TTFS는 개인이 직업적 선호를 발달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몰입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진로선택몰입에 선행되는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갖는 몰입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실제 Leal-Muniz

와 Constantine(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족의 지지를 인지할수록 VECS

는 높아졌으나 TTFS는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TTFS는 직업적자아정

체감 성취를 예측하는 진로선택몰입이 아닌 직업적자아정체감 유실을 예측하는 

진로선택몰입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Blustein et al., 1989).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TTFS는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이 높은 개인이 다양한 직업적 대안을 제외하

고 하나의 진로목표에 애착을 가질 때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Jin, Watk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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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en, 2009) 불확실한 상황을 없애고자 미숙하게 진로결정에 몰입하는 경우에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Blustein et al., 1989; 류진숙, 2012). 

이에 반해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는 개인이 탐색행동을 

통해 진로 미 몰입단계에서 잠정적인 몰입, 몰입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진로탐색을 통해 진행된 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진로선택몰입의 개

념인 개인이 직업적 선호를 발달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업

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VECS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탐색행동을 통해 직업적 대안들을 도

출하는데 이중 하나의 대안을 도출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한 대안

에 확신 및 애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확신 및 애착을 가져야 만이 몰입이전 

단계에서 몰입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rren(1979)은 이러한 점을 

bolstering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탐색행동에서 도출되는 몰입에 확신을 더하

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VECS가 높은 개인은 몰입단계에 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게 가

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Jin, Watkins & Yuen(2009)의 연구에서는 탐색 

및 몰입(VECS)이 높은 개인은 진로배제경향(TTFS)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몰입단계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진로목표에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 다른 진로를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을 개인이 직업적 선호를 발달시키고 구

체화시키는 진로결정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의식으로서 

진로목표에 대한 애착, 확신 및 직업적 계획을 준비해 나가는 정도라고 정의하였

고 이러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VECS가 고려된다. 이는 VECS가 개인이 진

로 미 몰입단계에서 잠정적인 몰입, 몰입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진

로선택몰입의 과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VECS는 몰입과정 속에

서 개인이 갖게 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러한 점은 본래 TTF가 측정하려고 했던 진로배제경향을 측정할 것이

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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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MT-O

CCCS

VECS TTFS

개발자 및 개발연도 Buck, Daniels(1985)
Blustein, Devenis,

Kidnye(1989)

Blustein, Devenis,

Kidnye(1989)

문항수 20문항 19 9

응답양식
Ÿ 진실 혹은 거짓 

형태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

요인적재량 - Ÿ .413~.755 Ÿ .333~.824

채점방식
Ÿ 진실이라고 답한 

문항수대로 점수가 
부여

Ÿ 응답자 반응의 합 Ÿ 응답자 반응의 합

신뢰도

Ÿ 내적일치도 계수:

.86-.89

Ÿ 검사-재검사 
신뢰도: .79-.83

Ÿ 내적일치도 계수:

.91-.92

Ÿ 검사-재검사 
신뢰도: .90-.92

Ÿ 내적일치도 계수:

.78-.84

Ÿ 검사-재검사 
신뢰도: .82-.84

<표 Ⅱ-5> 주요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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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선택몰입 주요관련 변인

진로선택몰입의 주요관련 변인으로는 크게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이 있다(Super, 1980; Whiston, Keller, 2004). 특히 Super(1990)의 진로발달 

Archway 모델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환경과 개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rchway 모델에는 개인적인 요소의 기둥과 환경적인 요소의 기둥이 존재하는데 

개인의 자아발달은 이 두 가지 기둥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그림Ⅱ-3]). 즉 개인

의 지능, 욕구, 가치, 인성 등의 차이에 따라 각기 적합한 직업 환경이 존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자아개념의 발달 및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진로결정 몰입에 있어서도 환경과 개인적 요소의 중

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Ⅱ-3] 진로발달 Archway 모델
출처: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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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과정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Fouad & Kantamneni, 2008). 이는 개인이 환경에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심리적인 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Guay, Senecal, Gauthier, Fernet & 2003; 

Lent, Brown & Hackett, 1994). 특히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정이 심리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Harren 1979), 진로선택몰입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을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구명하는 작업은 개인이 환

경과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진로선택몰입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 기

대된다. 

먼저, 진로선택몰입과 관련된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관련 변인이 고려된다. 

가족관련 변인은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진로문제와 관련된 환경적 변인으로 언

급되어 왔다(Hardin, Leong & Osipow, 2001; Leal-Muniz와 Constantine, 2005; 

Whiston & Keller, 2004; 최수정, 2007; 김지근, 이기학, 2011). 개인의 진로발달에

는 사회적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요소로서 가족관련변인은 개인의 진로

발달 초기 단계에서부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er, 1980). 

특히 대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으로는 가족지지가 고려된다. 이는 

대학생 시기가 학생신분에서 직업인으로 진입하는 시기이고 이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지는 개인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격려하여 개인이 

높은 직업적 정체감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Ryan, Solberg & 

Brown, 1996). 즉 개인이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해 진로목표를 구체화시키며 흥미

와 현실성을 고려하는 발달단계에 임할 때 가족환경이 개인의 능동적이고 자발

적인 행동을 지지해 줄수록 높은 직업적 정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Whiston과 Keller(2004)는 대학시기의 진로발달과 가족관련 변인을 분석한 29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대학생들은 가족지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족지지 중 부모의 정서적지지, 자율성지지, 격려, 온화한 태도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다. 더욱이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환경

보다 개인이 인지하는 환경이 진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Lent et 

al., 2000; Vondracek, Lerner & Schulenberg, 1983). 가족환경 또한 가족의 형태, 

과정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결국 가족환경이 개인의 진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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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인지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환경

의 수준보다는 개인이 가족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개인이 인지한 가족

지지가 고려된다. 

개인 내적변인으로는 동기적인 요인이 고려된다. Kanfer(1989)에 따르면 개인

의 의도적인 행동은 인지적, 정서적인 차원과 달리 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주변 환경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혹은 행동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해

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양한 연구에

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에 따라 지속성, 집중력, 창조성 등 개인의 행동수준이 

예측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의

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Brown, Lent, 1996: Lindley, 2005; Ryan & Deci, 2006; 

Vallerand, 1997; Vansteenkiste, Lens, Witte, Witte & Deci, 2004)

김아영(2004)에 따르면 그간의 다양한 동기이론은 크게 행동주의적 접근과 인

본주의적 접근 그리고 인지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보상

이나 유인체계등과 같은 개념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외적동기에만 관심

을 둔다. 즉 개인은 어떠한 외적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본주의적 접근은 행동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발로서 개인의 자아실

현과 같은 동기의 내재적 근원을 강조한다. 즉 개인은 단순히 외적 보상에만 반

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재적인 욕구에 따라 행

동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접근 또한 행동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인지적 접근에서는 개인을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보지 않고 개인의 

사고에 의해서 동기를 갖는 존재라고 본다.  

김아영(2004)은 이러한 동기이론에 대한 접근을 토대로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라는 개념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율성이란 개념은 인본주의적 접근과 인

지적 접근을 통해서 나타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행동한다

고 인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기효능감이란 개념은 인지적 접근과 

행동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나타난 개념으로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인지하는 정도이다. 이 두 가지의 개인내적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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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어떠한 행동에 임할 때 그 행동을 하게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개인

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는 결과를 위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

고 기대할 때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기적 요인들이 행

동뿐만이 아니라 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선택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시하리라 기대된다. 

[그림 Ⅱ-4] 동기이론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의 위치
출처: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9.에서 재구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즉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실제 Guay 외(2006)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진로결정자율성이 개인의 진로관련 변인들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 몇몇의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자율성의 효과가 나타

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영, 2007; 박

고운, 이기학, 2007; 송현아, 2010).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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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차이를 언급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

의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한주옥, 2004; .송현심, 홍혜영,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진로결정자율성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실제 최윤정과 

구본정(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미결정자중 성숙한 진로미결정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Ryan & Deci(2006)는 자율성

이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제공하여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을 할 때, 이러한 행동을 완수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진로결정 몰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실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반두라(1977)는 자기효능

감을 하나의 작인(agent)으로서 개인이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

경과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게 해주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

다. 즉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동을 지속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로관련 분야에서도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

하였고(Hackett, Betz, 1981; Taylor, Betz, 1983; Lent, Hackett, 1987), 자기효능감

은 다양한 진로발달 과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인정되어 왔다. 특히 Lent, 

Brown, Hackett(1994)에 의해 제안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자기효능감 및 개인의 인지적인 요소가 진로 발달과 진로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Lent, Brown, 1996). 즉 사회인지진로이

론은 개인이 어떻게 진로 관련 흥미를 개발하고, 직업적 선택을 하고, 진로성공

과 안정성을 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적 틀을 자기효능감을 통

해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Taylor와 Betz(1983)에 의해 개념화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

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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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동을 하는 데에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 

된다(Bandura, 1989; Shelton, 1990; Peterson & Stunkard, 1992). 더욱이 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은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하고, 이는 과업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 주요변인 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Wang et al., 2006).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는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구성은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 내적인 요소가 진로선택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아직 진로선택

몰입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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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지지

1) 가족지지의 개념

가족지지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사회적지지란 사회적 지원의 사용가능성을 개인이 인지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 이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원의 종류에는 보살핌, 관

심, 사랑 인정, 도움, 이해, 의사전달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지지란 개념은 그

동안 가족, 친구, 이웃, 기타의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

조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2006).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정의는 실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의미 있게 관측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지를 제공받는지, 또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제공받는지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

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Thoits, 1982). 이에 따라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좁혀 가족지지라는 개념을 사용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박현미(2011)는 가족지지를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환경적 

자원으로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이

며 실제적인 도움 및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였다. 결국 가족지지란 

사회적지지의 한 부분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얻는 지원의 사용가능성을 개인이 인

지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Way와 Rossmann(1996)은 가족지지의 하위요소를 재정적(financial)지지, 정서적

(emotional)지지, 도구적(instrumental)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개인이 가족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금전적적인면 , 관심이나 배려를 받음으로서 생기는 안

정감 등의 정서적인 면,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적인 면으로 

나누어 본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박현미(2011)는 가족지지를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

가적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정서적 지지란 가족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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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신뢰를 포함한다. 정보적지지란 개인이 실제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 지지란 돈이

나 물건 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적지지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서 어떠한 평가가 내려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지지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가족지지란 가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원

을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으로부터 제공

되는 지원은 물질적인 면에서부터 정보, 정서적인 면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2) 가족지지의 측정

Nota, Ferrari, Solberg, Soresi(2007)은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과 

Cutrona’s(1984)가 개발한 Social Provisions Scale(SP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였으나 Russell과 Cutrona’s(1984)에 연구

에서는 가족지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사용된 

SPS는 개인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원정도를 나타낸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응

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에 응답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Nota, Ferrari, 

Solberg, Soresi(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9이다.

Way와 Rossmann(1996)은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erceived family 

support(PFS)를 개발하였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3가지 영

역에 가족지지에 정도를 측정한다. 응답방식은 지원 없음, 약한 지원, 상당한 지

원에 3점 Likert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Way와 

Rossmann(1996)의 연구에서 PFS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윤혜정(1983)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박현미(2011)가 개발한 ‘가족지

지척도’가 있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

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에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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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현미(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지

지척도’에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이다. 

또한 이 도구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총 4개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이 의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 등 개인의 정서적인 면을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나의 가족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를 물어봄으로서 개인이 가족관계에서 느끼

는 정서적 지원을 측정한다.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

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평가적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나의 가족은 내가 한 행동이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줄 것이다.”를 물어봄으로서 개인이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자신의 

행동 및 자신을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보적지지

는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정보적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나의 가족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

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를 물어봄으로서 개인이 가족구성원

에게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지지는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물질적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나의 가족은 내가 꼭 필요로 하면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줄 것이

다.”를 물어봄으로서 개인이 가족구성원에게 물질적지지를 지원받는 정도를 측

정한다.

지금까지의 가족지지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SPS와 PFS는 문항수가 적고 하위요

인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가족지지를 측정

하는 데에 있어서 측정오차가 커질 것이라 고려된다. 실제 <표 Ⅱ-6>을 보면 

SPS와 PFS 도구들이 박현미(2011)의 가족지지척도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SPS와 PFS는 개념적으로 가족지지를 측정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박현미(2011)의 가족지지척도가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가족지지의 넓은 범위를 측정하고 문항 수도 많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

는 가족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하리라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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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PS PFS 가족지지척도

개발자 및 개발연도
Russell,

Cutrona’s(1984)

Way,

Rossmann(1996)
박현미(2011)

문항수 7문항 5문항 24문항

응답양식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

Ÿ 지원 없음,

약한 지원,

상당한 지원에 3점 
Likert척도

Ÿ ‘결코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

하위요인 - -

Ÿ 정서적지지
Ÿ 평가적지지
Ÿ 정보적지지
Ÿ 물질적지지

채점방식 Ÿ 응답자 반응의 합 Ÿ 응답자 반응의 합 Ÿ 응답자 반응의 합

신뢰도
Ÿ 내적 일치도 계수:

.79

Ÿ 내적 일치도 계수:

.83

Ÿ 내적 일치도 계수:

.89

<표 Ⅱ-6> 주요 가족지지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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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결정자율성

1) 진로결정자율성의 개념

먼저 진로결정자율성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자율성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Ryan과 Deci(1985)는 그동안의 다양한 동기관련 연구에서 동기를 단순히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외적동기 또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내재화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외적동기를 내재화된 정도에 따라 외재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

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외재적 조절이란 개인에게 내재화가 전혀 안된 동기로서 행동을 하는 이

유가 보상, 타인으로부터 인정, 칭찬을 받고자 하는 동기이다. 부과된 조절은 어

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체험하게 될지 모르는 부적 감정이 행동을 추구하는 

이유인 경우로서 어느 정도 개인의 가치에 내재화되었지만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의식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확인된 조절이란 개인적으

로 그 행동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가치부여를 한 경우이다. 이는 상당히 내재화

된 동기로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적동

기는 개인에게 완전히 내재화된 동기로서 행동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흥미로 

인해 행동하는 동기이다. 이러한 구분은 개인의 동기를 개인의 가치 및 신념에 

내재화된 정도에 따라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개념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 Ryan과 Deci(2000a) 행동할 의도가 전혀 없는 무동기(amotivation)

와 외적동기가 완전히 내재화된 상태로 발현하는 통합된 조절(integrated)을 추가

하였다. 하지만 아직 통합된 조절은 가설적 개념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김아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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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자율성에 따른 동기 분류
출처: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p. 174.

결국 Ryan과 Deci(1985)는 동기가 내재화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 이러한 수준을 자율성(autonomy)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자율성이란 

개인이 동기에서 느끼는 자기결정의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성을 

정의하면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느낌으로서 자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인지하는 동기수준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는 동기의 자율성 수준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자율성의 개념은 개인의 행동 및 만족을 설명한다고 

조사되어왔다(Ryan & Deci, 2000; 2000a: 2006). 이는 개인이 자신이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행동하려 하고 높은 창의력을 

발휘하며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이 높은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들은 개인에게 기본적인 심리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

문에 자율성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설명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결정이론은 개인을 능동적으로 행하려

고 하는 존재로 가정하며 이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행할 때 3가지의 기본적인 심

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Ryan, 1995). 이러한 3가지 욕

구는 자율성의 욕구, 유능감의 욕구, 관계성의 욕구이다. 자율성의 욕구는 개인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

한다. 유능감의 욕구란 개인이 행동을 하면서 나 자신이 능력 있다고 느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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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욕구를 말한다. 관계성의 욕구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

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이 높은 동기를 

가진 행동은 이러한 3가지의 심리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행

동 및 성과를 얻게 된다(Deci & Vansteenkiste, 2004). 

Guay 외(2003)는 이러한 자율성의 개념 및 효과가 진로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실제 자율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Guay(2005)는 진로결정자율성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는 자율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결정자율성

이란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다

고 느낌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인지하는 동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율성은 개인의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더욱이 자율성을 통한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

족시켜 준다고 볼 수 있기에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은 개인은 진로를 탐색하는 동

안 자신의 목표에 대한 불안보다는 확신을 더하게 되어 높은 진로선택몰입을 느

낄 것이라고 기대된다. 

2) 진로결정자율성의 측정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Guay(2005)가 개발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가 있다. 이 도구는 먼저 개인에게 진로결정

과 관련된 8개의 행위를 제시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4가지의 동기 수준을 측정

한다. 예를 들어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와 같은 문항이 제시된 후, 이 

행위를 하게 하는 4가지의 동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문항은 

32개로 구성된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척도에 응답한다. 4가지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95

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CDMAS의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내적동기의 해당하는 요인적재량이 .73~.87, 확인된 조절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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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요인적재량이 .73~.81, 부과된 조절의 요인적재량이 해당하는 .72~.88, 외

재적 조절의 해당하는 요인적재량이 .73~.89로 나타났다. 

이 도구의 특이한 점은 진로결정자율성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다. Guay(2005)는 

먼저 각 행위별로 4개의 동기유형을 (내적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

적 조절) 같은 공식에 대입하여 총 8개의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산

출방법은 그간 자율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어온 방법이다

(Williams, Grow, Freedman, Ryan & Deci, 1996; Sheldon, Elliot, 1999). 이렇게 전

체의 합을 구하지 않고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조절을 전체 합에서 빼주는 이유

는 내적동기와 확인된 조절은 자신이 주인의식을 느끼고 자기표현의 느낌을 갖

는 동기로서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e)로, 부과된 조절과 외재적 조절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느낌을 갖는 동기로서 통제된 동기(controlled 

motive)로 표현되기 때문이다(Deci & Vansteenkiste, 2004). 이후 더 타당하고 신

뢰로운 자율성지수를 만들기 위해 8개의 지수를 순서대로 2개씩 묶어 평균을 구

하여 4개의 지수를 산출한다(Marsh & Yeung, 1997). 이렇게 산출된 지수의 합이 

높으면 개인은 높은 자율성을 갖고 진로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Guay(2005)에 의해 CDMAS의 문항이 타당화 되기 전에 문항을 번

안하여 활용된 연구가 있다. 한주옥(2004)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

된 도구는 Guay(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먼저 개인에게 진로결정과 관련된 8

개의 행위를 제시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4가지의 동기 수준을 측정한다. 이에 

따라 총 문항은 32개로 구성된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척도에 응답한다. 4가지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

도 계수는 .91~.94로 나타났다. 

또한 Guay(2005)의 CDMAS 문항이 서구 문화권 학생들의 진로발달과업을 초점

으로 한 것이기에 단순히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개발된 진로결정자율성측정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김은영(2007)에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이제경(2004)이 선정한 15개의 진로준비행동에서 문항-총

점간의 상관을 바탕으로 7개의 진로행동을 추출하였으며, 1개의 본격적 진로준비

행동을 대표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총 8개의 진로발달과업을 추출하였다. 이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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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Guay(2005)가 제안한 대로 자율성지수를 산출하여 점수를 구성한다. 이 연

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9~.90이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에 김은영

(2007)이 한국 대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CDMAS를 개정한 진로결정자율성도구가 

있지만 이 도구는 진로를 탐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동을 질문하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영어를 포함한 

각종 외국어와 관련된 준비, 나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국가고시를 준비,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나의 이력서를 보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의 개

념을 진로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자율성 수준이라고 정의하

였기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후 개인이 하게 되는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

다. 최동선(2003)은 진로탐색행동과 잠재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

동은 구분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구분된 행동은 진로준비행동 또는 진로몰입으

로 봐야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김은영(2007)의 도구는 본 연구에서 정

의한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기에는 개념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 고려된다. 실제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김은영(2007)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Ⅱ-7>). 따라서 한국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uay(2005)가 개발한 진

로결정자율성 도구를 바탕으로 한주옥(2004)의 도구를 수정하여 활용하고 타당성

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도구의 2번 문항은 한국대학생의 현실을 고려하기 위해 수정 할 필요

가 있다(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한국의 대학생들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진로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최동선, 2003: 정철영 외, 

2011). 이에 따라 2번 문항의 ‘학교’라는 단어는 ‘다양한 기관’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본 문항에서 지칭하는 다양한 기관이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등

의 정부부처 및 기타 민간기관이라는 내용을 문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맥 상 본 문항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의 의미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응답자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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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uay(2005) 한주옥(2004) 김은영(2007)

문항수 32문항 32문항 32문항

응답양식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척도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척도

Ÿ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7점 
Likert척도

하위요인

Ÿ 내적동기
Ÿ 확인된 조절
Ÿ 부과된 조절
Ÿ 외재적 조절

Ÿ 내적동기
Ÿ 확인된 조절
Ÿ 부과된 조절
Ÿ 외재적 조절

Ÿ 내적동기
Ÿ 확인된 조절
Ÿ 부과된 조절
Ÿ 외재적 조절

채점방식 Ÿ 자율성지수 공식 Ÿ 자율성지수 공식 Ÿ 자율성지수 공식

신뢰도
Ÿ 내적 일치도 계수:

.91~.95
Ÿ 내적 일치도 계수:

.91~.94
Ÿ 내적 일치도 계수:

.79~.90

<표 Ⅱ-7> 주요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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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이론적 근거가 되

는 자기효능감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를 바탕으로 그는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개인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였을 때, 단순히 환경에 반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동을 완수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자

신의 행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높은 자기효능감이 행동의 지속성과 연관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Bandura, 1977, 1978). 개인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행동을 성공적으

로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공포(phobia)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의 근저에는 

자신이 행동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이 깔려있다.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공포를 경감시켜 줌으로서 행동을 완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자기효능감은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O’Leary, 1985). 

특히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성취경험을 통해서도 형성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서 자신의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실

제 과거의 실패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에 노력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과

거의 실패 혹은 성공경험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보다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행동이 예측된다고 보았다(Peterson & Stunkard, 1992).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정의를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와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능기대란 어떠한 행위를 실행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이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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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대는 앞서 말한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Bandura, 1977).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개인이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단순히 결과를 

기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

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자신이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과업

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보다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Heckhausen, 1977; Peterson, Maier & Seligman, 1993). 이는 실제 행동

을 하기 전에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선행되고 결과기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Bandura(1993)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세 개의 행동적 결과들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는데 접근과 회피행동, 목표 영역에서의 행동수행의 질, 장애

에 직면할 때의 지속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

이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여 어떠한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높은 성취를 얻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나아가 수행 중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예측 가능케 한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

서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ackett과 Betz(1981)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진로자기

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들이 자기효능감의 개

념을 진로영역에 한정시킨 이유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정의가 환경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범위에서 일괄적

으로 적용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Bandura, 1989; Shelton, 1990; Peterson 

& Stunkard, 1992; 김아영, 2004). 예를 들어 수학과목에서 다양한 성취경험을 이

룩해온 개인은 다른 과목에 상대적으로 낮은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로와 관련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필요해 진 것이다

(Taylor, Betz, 1983; 이은경, 2000).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개인이 확실히 진로를 결정한 후에 직업을 준비

하는 과정이 직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탐색, 몰

입 등의 발달과업의 공통성을 뚜렷이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진로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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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은 특정 진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경, 2000).

따라서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자기효

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

념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같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로는 직업정보수

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이 있다. 이러한 하위요소는 진로결

정을 위해 필요한 발달과업으로서 Crites(1961)가 진로성숙의 구인으로 나타낸 것

이다.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인이 같은 이유는 진로결정을 위한 발

달과업이 결국에는 진로가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가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진로발달과업들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

성숙은 진로성숙을 구성하는 5가지 구인, 즉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과업들을 행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진로성숙

이 높은 자는 높은 수준의 자기평가와 직업정보 수집을 달성할 것이다. 또한 이

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선택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이루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다. 이

와 달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각 구인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자

는 발달과업의 수행 수준이 낮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결

정을 위해 행해야하는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으로서 진로결정을 위한 발달과업들, 즉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효능기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

능기대는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할 때 행동을 잘 할 수 있다

는 기대를 갖게 하여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적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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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각 발달과업의 실행 정도까지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며 진로결정 몰입 또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표적인 측정도구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이 있다. 이 도구는 진로결

정을 위한 50문항의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은 ‘완벽히 자신

(Complete Confidence)’에서 ‘전혀 자신 없음(No Confidence at all)’의 10점 

Likert 척도에 응답한다. 문항을 이루는 하위요인에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은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한다. Taylor와 Betz(1983)

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7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문항이 매우 많아 실

제 사용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문항을 축소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Betz, Klein & Taylor, 1996). 이에 따라 Betz, Klein, Taylor(1996)는 

CDMSES를 25문항으로 축소 개정하여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을 개발하였다. 문항을 이루는 하위요인 및 응답방

식은 CDMSES와 변함이 없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73~.83으

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DMSES-SF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총 문항은 25문항이며 문항을 이루는 하위요인 

및 응답방식은 CDMSES와 변함이 없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68~.79이었다. 

또한 이은경(2000)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CDMSES-SF 문항을 

수정한 후 구인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4요인으로 변인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CDMSES-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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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요인으로 구분되며 내적일치도 계

수는 .64~.79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결과 목표선택에 해당 하는 요인적재량은 

0.53~0.73, 직업정보에 해당 하는 요인적재량은 0.51~.72, 문제해결에 해당하는 요

인적재량은 0.55~0.71, 미래계획에 해당 하는 요인적재량은 0.34~0.62로 나타났다.

각 요인이 의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선택은 개인이 자

신의 진로관련 묙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목표

선택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를 물어봄으로서 목표선택을 측정한다. 직

업정보는 개인이 진로선택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개

인의 신념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직업정보를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선택한 전

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를 물어봄으로서 직

업정보를 측정한다. 문제해결은 개인이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문제해결을 측정하는 문항

을 보면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를 물어봄으로

서 문제해결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계획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실제 미래계획을 측

정하는 문항을 보면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를 물어봄

으로서 미래계획을 측정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처음 Betz, Klein, 

Taylor(1996)가 개발한 도구에서 문항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본래의 도구와 같이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

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이라는 5하위요인으로 도구를 구성하였고 이은경(2000)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정한 후 4하위요인으로 도구를 구

성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은경(2000)은 이렇게 하위요인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문항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국외와 달리 해석가능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

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은경(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과 문항간의 관계는 기존의  

Betz, Klein, Taylor(1996)의 도구에서 제시한 요인과 문항의 관계와 차이점이 있

다. 이는 단순히 하위요인이 하나 삭제되고 삭제된 요인의 문항이 다른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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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있던 하위요인과 문항과의 관계 또한 변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처음 자기효능감 도구개발 시 미래계획요인에 포함 되었던 ‘취업 

면접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항은 이은경(2000)의 연구에서

는 직업정보요인에 포함되어 나타났다. 

이은경(2000)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해석가능성에서 찾았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을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은경(2000)의 연구가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대상

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가 개발될시 Crites(1961)가 진로성숙의 

구인으로 제시한 5가지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Betz, Klein & Taylor,

(1996)
이기학, 이학주(2000) 이은경(2000)

문항수 25문항 25문항 25문항

응답양식 Ÿ 10점 Likert척도 Ÿ 5점 Likert척도 Ÿ 5점 Likert척도

하위요인

Ÿ 직업정보수집
Ÿ 자기평가
Ÿ 목표선택
Ÿ 계획수립
Ÿ 문제해결

Ÿ 직업정보수집
Ÿ 자기평가
Ÿ 목표선택
Ÿ 계획수립
Ÿ 문제해결

Ÿ 직업정보
Ÿ 목표선택
Ÿ 미래계획
Ÿ 문제해결

신뢰도
Ÿ 내적 일치도 계수:

.73~.83

Ÿ 내적 일치도 계수:

.68~.79

Ÿ 내적 일치도 계수:

.64~.79

<표 Ⅱ-8> 주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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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가. 이론에 근거한 변인 간의 관계

1) 자기결정이론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결정이

론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이론은 동기와 행동에 관한 이론으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동기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개인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차이에 관심

을 둔다(Ryan & Deci, 2000; 2000a). 또한 이 이론은 개인이 행동의 이유를 자신

의 자아실현 및 가치를 위한 행동이라고 인지하는데 있어서 맥락적, 환경적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인지된 수준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이 이론의 요지는 환경 및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개인은 행동의 이유를 외적인 

보상, 혹은 개인의 자아실현 및 가치실현이라는 내적인 보상으로 인지하게 되는

데 이러한 동기의 수준은 개인행동의 지속성, 수행의 질, 성과, 나아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가정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Deci & Vansteenkiste, 2004; Ryan & Deci, 2000; 2000a). 첫 번

째 가정은 ‘개인은 능동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이다. 이는 개인이 내적인 힘, 

즉 자아실현 및 가치실현을 하고자 하여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두 번째 가정은 ‘개인은 자신의 성장, 개발 및 자신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통합 하려고 한다.’이다. 이는 개인이 내적인 힘에 이끌리고자 하기 때문에 외

적인 요소에 의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내재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 세 번째 가정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개발하려는 행동들은 기계적으로 일

어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이다. 이러한 3가지 가정은 개인이 동기의 

자율성을 느낄수록 자신의 성장, 개발을 주체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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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정이 성립되는 이유로는 개인이 3가지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Deci & Vansteenkiste, 2004; Ryan & Deci, 2000; 

2000a). 3가지의 기본적인 심리욕구는 자율성 욕구, 유능감 욕구, 관계성 욕구이

다. 자율성 욕구란 개인의 자아실현 및 가치실현을 위해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유능감 욕구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이

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욕구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소속되어 있

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이 3가지 욕

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에 있을 때 높은 자율성을 지각하게 되고 자율성이 높은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은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더욱 많이 충족시키

게 된다.

3가지의 기본적인 심리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Deci & Vansteenkiste, 2004; Ratelle, Larose, Guay & Senecal, 2005; 

Ryan & Deci, 2000). 관계성 욕구 충족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주는 사람

들과의 관계를 느끼게 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관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

하게 하여 높은 자율성을 갖게 한다. 또한 유능감 욕구 충족은 개인이 사회적인 

기능을 유능하게 한다고 느끼게 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유능감을 느

끼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높은 자율성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성 욕구충족은 개인이 높은 자율성을 인지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앞서 말한 

욕구충족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게 하지만 자율성 

욕구충족은 직접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을 자신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느끼게 하여 온전히 주어진 일을 내재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종

합해볼 때 개인은 자신에게 외적 조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환경에서 관계성, 유

능감, 자율성 욕구를 충족해 왔다면 외적조절을 내재화 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개인의 3가지 기본적인 심리욕구충족 상태를 자율성

수준(autonomy), 유능감수준(competence), 관계성수준(relatedness)으로 보았고 특

히 자율성수준은 자율성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유능감 욕구충족, 관계성 욕구충족

이 영향을 미쳐 형성된다고 제시한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 수준은 개인에게 행동의 이유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인지하게 하여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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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높은 자율성 수준을 갖고 행동하는 개인이 위와 같은 3가지 욕구를 더욱 

많이 충족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Deci & Vansteenkiste, 2004; Ryan & 

Deci, 2000; 2000a). 개인은 자신의 자아실현 및 가치실현을 위해 행동 한다고 인

지할수록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의 능력

을 확인하게 되며 과정 안에서 얻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Sheldon & Elliot, 1999; Guay et al., 2006). 더욱이 다양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높은 자율성이 행동의 지속성, 창조성, 의미, 주관적인 만족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여 왔다(Ryan & Deci, 2006: Sheldon & Elliot, 1999). 즉 개인

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한다고 인지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예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물의 원인은 개인

의 기본적인 심리욕구 충족에서 기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봤을 때, 개인은 환경이 3가지의 기본적인 심리 욕

구를 충족시켜주는가에 따라서 동기를 내재화 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동기의 내재화 수준이 높을수록, 즉 동기의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좋은 성과 및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자율성이 높은 동기로 하는 행동들은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 욕

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Ⅱ-6]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Ⅱ-6] 자기결정이론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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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기결정이론의 설명을 통해, 진로결정자율성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나아

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즉 자율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 및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자신의 행동에 이유를 제공함으로서 지속적인 행

동과 수행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이 외적동기에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동기 및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탐색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선, 2003; 박고운, 이기학, 2007; 류

진숙, 2012). 하지만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높은 진로결정자율성을 통해 이루어

지는 행동은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는 곧 진로결정자율

성이 높은 행동을 하고 난후와 낮은 행동을 하고 난후에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진로결정자율성이 

행동의 양적인 수준을 예측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하고 난후에 개

인이 느끼는 만족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진로선택몰입은 

행동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진로목표에 확신을 더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만족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

되며 이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에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개인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유능감이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유능감이란 개인이 능력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자기효능감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agger, Chatzisarntis, Harris, 2006; 이예진, 이기학, 

2010).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율성은 자기효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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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 관련 흥미를 개발하고 직업적 선택

을 하여 진로성공과 안정성을 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Lent et al., 1994). 특히 진로장면에서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진로관련 

흥미 개발 및 진로선택에 관심을 두며 이러한 흥미발달과 선택에서 인지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rown, Lent, 1996: Lindley, 2005).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의 흥미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있다(Lent et al., 1994; 1996).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공하여 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흥미를 발전시키

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신념’이 흥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더욱이 실제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선행되고 결과기

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흥미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고려된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진다. Lent외

(1996)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잠재적인 진로관련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고 모델링 하

며 다른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자기효능감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Bandura(1977)가 제시한 4가지 자기효능감의 원천을 이해하는 것은 앞선 설명

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Bandura는 성공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정

서적 각성의 4가지 학습경험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성공경험이란 

개인이 어떠한 영역에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룬 경험으로 이

는 개인이 비슷한 영역에서 수행을 하게 될 때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는 대리경험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

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듣는 언어적 설득은 개인에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인지를 도와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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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서적 각성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판

단하여 얻게 되는 생리적·정서적인 상태로서 개인이 자기효능감을 인지하는 데

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개인은 단순히 환경에 의해 흥미가 유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흥미를 발달시키고 나아가 목표선택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개인이 어떻

게 해석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형성된 인지요소는 개

인이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개

인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대는 동기적인 요인으로서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림 Ⅱ-7]). 

[그림 Ⅱ-7]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
출처: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결국 사회인지이론을 통해 개인의 인지요소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나아가 실제 진로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

고 자기효능감이 흥미의 발달 및 목표선택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행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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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인지이론에서 논하는 행동이 전공유지와 같은 선택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곽민호, 2011),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한 변인간의 관계

1)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Whiston과 Keller(2004)는 대학시기의 진로발달과 가족관련 변인을 분석한 29개

의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진로발달에는 부모의 정서적지지, 자

율성지지, 격려, 온화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Hardin, 

Leong & Osipow(2001)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에서는 가족구성원

들의 의견과 요구가 대학생들의 직업적 선호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시기 개인이 가족의 지지를 어떻게 

인지하는 지에 따라 개인의 진로관련 결과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Leal-Muniz와 Constantine(2005)는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와 진로선택

몰입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Hardin, Leong & Osipow(2001)의 연구를 바탕

으로 집단주의문화가 강한 집단에서는 가족관련요인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결정 몰입 중 직업적 탐색 및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집단주의가 강한 멕시코계 미국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로부터 받는 인지된 지지와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p<.05, r=.20)가 있음이 밝혀졌고 다변량 다중회귀

분석 결과 부모로부터 받는 인지된 지지가 직업적 탐색 및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03).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안전함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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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하고 진로탐색에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여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진로선택몰입의 다른 요소

인 진로배제경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05, =.02). 이는 부모의 

지지가 부족할 때 개인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탐색 없이 충동적으로 진

로선택몰입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Blustein et al., 1989). 또한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지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정한 심리를 견디어내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한국 문화 또한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점(Jang, 

Reeve, Ryan & Kim, 2009)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지가 한국 대학생 진

로선택몰입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최수정(2007)은 가족관

련 변인들을 종합하여 진로선택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변인을 가족구조변인, 가족과정변인, 가족결과변인으로 구분하였고 가족 구

조변인으로 부모의 결혼상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족 과정변인으로 비

정서적 가족과정과 인지적 가족과정을, 가족결과변인으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

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비정서적 가족과정이 진로선택몰입에 가장 큰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655, p<.05). 또한 비정서적 가족과정은 

가족결과변인을 통해 진로결정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 가족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애착도 떨어지게 된다는 Leal-Muniz와 

Constantine(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비정서적 가족과정

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 부모-자녀간 갈등, 부모

간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위요소들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원을 인식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최수정, 2007). 이는 가족의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일수록 그

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단절되어 가족의 

지원을 인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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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2007)의 연구는 실제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후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공통점이 

있으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

입 특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를 살펴보면 김지근과 이기학(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64명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데, 이들의 관계를 자기성장 주도성, 진로탐색행동이 매개함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성장

주도성이 완전매개를 하고 자기성장주도성이 진로선택몰입의 영향을 미칠 때 진

로탐색행동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이 인

식하는 가족의 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다

른 변인에 영향을 미쳐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구분 연구대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Whiston & Keller(2004) 대학생

부모의 
정서적지지,

자율성지지, 격려,

온화한 태도

➡ 개인의 진로발달

Hardin, Leong &

Osipow(2001)
대학생

가족구성원의 
의견, 요구

➡ 직업적 선호도 

Leal-Muniz &

Constantine(2005)
대학생 부모지지

➡ 직업적 탐색 및 몰입

⇨ 진로배제경향

최수정(2007) 전문계 고등학생
비정서적가족과정 ⇨ 진로선택몰입

가족결과 ➡ 진로선택몰입

김지근, 이기학(2011) 대학생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진로선택몰입

주: ➡ 정적관계, ⇨ 부적관계

<표 Ⅱ-9>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관련 논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가족의 지지가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가족의 지지를 높게 인지하여 가족관계에

서 안정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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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몰입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탐색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탐색과정이 올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로 

결정에 확신 및 애착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Blustein et al., 1989). 이에 따라 

가족지지는 진로결정 몰입과 관련된 개인 내적요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진

로탐색행동을 하게 하는 개인의 동기적인 요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한다. 개

인이 가족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느끼면 개인은 자신

의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을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인지하리라 예상되기 때

문이다(Juang & Silbereisen, 1999; Wolfe & Betz, 2004). 또한 가족의 지지를 높

게 인지하는 개인은 진로결정과업을 가족이나 남이 아닌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

해 하는 것이라고 인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Guay et al, 2003; 김지근, 이기

학, 2011).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동기적인 요인은 실제 진로탐색행동을 

진행하는 이유를 제공하여 개인의 진로결정 몰입을 이끌 것이라 예상된다. 

  

2)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실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진로

결정자율성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본 

연구를 살펴봄으로서 이들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Guay 외(2003)의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했다(γ=-.24, p<.05). 또한 Guay 외(2006)의 연구에서는 380명을 

대상으로 3년간의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 집단과 진로미결정자 집

단 간에 진로결정 자율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진로미결정자를 발달적인 미결정(developmental indecision)과 고질적인 미결

정(chronic indecision)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Dysinger(1950)에 따르면 

발달적인 미결정자와 고질적인 미결정자의 중요한 차이는 이들이 진로탐색행동

을 하면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차이로 구분된다. 그는 발달적인 미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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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탐색과 직업세계탐색이 진행된 이후 진로를 결정하지만 고질적인 미결정

자는 그들의 진로 선택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탐색행동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

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발달적인 미결정자와 고질적인 미

결정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진로선택몰입이 고려된다. 즉 진로를 미결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탐색행동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개인이 있는 반면 

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에서는 진로미결정 측정에 반응하는 양상에 따라 진로결정 집단, 발달적 미결정 

집단, 고질적 미결정 집단이 도출되었고 집단 별로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한 결

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12.47 p<0.01). 

국내에서는 한고운(2004)과 박소영(2007)의 연구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수

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박소영(2007)의 연구는 진로결정자율성을 외생변인

으로 설정하여 진로결정수준 및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학년에 따라 1,2학년 집단과 3,4학년 

집단으로 구분하고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2학년 집단에서는 β=.27의 영향력이, 3,4학년 집단에서는 β=.53의 

영향력이 나타났다(p<.05). 또한 진로결정자율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진로결정수준을 

매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학년 집단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β

=.20, p<.05) 진로결정수준을 통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연구대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Guay et al(2003) 대학생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미결정

Guay et al(2006) 대학생 진로결정자율성 ➡
발달적 

진로미결정

한고운(2004) 대학생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미결정

박소영(2007) 대학생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주: ➡ 정적관계, ⇨ 부적관계

<표 Ⅱ-10>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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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의 수준

을 예측한다고 나타났다. 박소영(2007)은 이러한 결과를 개인이 자신의 자아실현

을 위해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을 한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

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Guay 외(2006)의 연구에서 발달적인 

진로미결정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로결정에 도달하는 반면 고질적인 진로미결

정자는 진로결정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두 집단의 중요한 

차이로는 진로선택몰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Marcia, 1980; 최수정, 2007). 그

리고 이러한 두 집단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을 토대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기 전에 진로선택몰

입이라는 진로발달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박고운, 이기학, 2007; 김은영, 

2007). 특히 김은영(2007)에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미결정에 매우 

미약한 효과(γ=-.06, p<.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효과가 매우 미약

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진로결정자율성을 산출하는 방법에서 내적동기와 외

적조절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진로결정자율성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박고운, 이기학, 2007). 또한 김은영은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진로발달과업들을 선정하여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였는데 선정된 진

로발달과업들이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이 아닌 진로결정 후 취업을 준비하기 위

한 과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

서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한 문항들을 보면 ‘영어를 포함한 각종 외국어와 관

련된 준비’, ‘나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국가고시를 준비’, ‘취업을 원하는 회

사에 나의 이력서를 보냄’ 등의 문항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진로결

정 후 이루어지는 과업들을 측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최동선, 2003). 

또한 앞서 진로결정자율성이 단순이 진로결정과 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인 미결정과 고질적인 미결정을 구분한다고 논의하였듯이 최윤정

과 구본정(2010)은 진로결정자율성은 단순히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성숙한 진로미결정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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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상태를 바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하기위해 필요한 발달과업인 진로결정 몰입을 예측한다고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와 구분하여 진

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그간 다양한 연구에서 진로성숙, 진로결정에 확신, 직업

적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Betz & Kleing, 1996; Betz, Klein & 

Taylor, 1996).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과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과업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개인의 

수행에 대한 불안 및 근심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

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Robbins, 1985).

실제 Wang 외(2006)는 성격의 5요인이론을 바탕으로 외향성과 신경증이 진로

결정 몰입에 영향을 주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는 가설을 검증 하였

다. 연구자들은 진로선택몰입이 진로탐색행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향상

되기에 이러한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이 관

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184명을 백인종과 유색인종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백인종 집단과 유색인종 집단 모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유의수준 .05이하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백인종 집단에 진로결정 몰입에 영

향을 미쳤고(β=-.70) 유색인종 집단에서도 영향을 미쳤다(β=-.30).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진로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인은 실제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심리적인 불안을 낮추고 

이는 진로결정 몰입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가정으로 Jin, Watkins & Yuen(2009)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

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785명의 중국대학생을 대

상으로 개인의 성격,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결정 몰입의 관계를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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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의 하위요소인 직업적 탐색 및 몰입과 진로

배재경향을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Wang 외(2006)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

다. Wang 외(2006)는 진로선택몰입 변인 선정 시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을 활용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직업적 탐색 및 몰입과 진로

배제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위계적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통계적 수준 .05 이하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두 변인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5, B=.20).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심리적 불안을 낮추어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한다는 설명으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배제경향에 영

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Jin 외(2009) 연구에서도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개인이 불안함을 견디는 심리적 기제로 설명했고 이에 따라 

불안함을 피해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진로배제경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부

적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정적인 심리를 

완화하여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진로선택몰입인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은 

높이지만 부정적인 심리를 피하기 위해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진로배제경향은 

낮출 것이라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배제경

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직업적 정체성과 안정적인 진로목표를 갖고 있

음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 외에 다른 진로를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을 높이는데 이렇게 

높아진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은 진로배제경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순미, 이현림(2008)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선택몰입, 진로탐색행동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γ=.234(p<.05)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

지 않고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진로결정 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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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특정자기효능감이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데 더욱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김순미, 이현림(2008)의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

서도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구분 연구대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Wang et al(2006)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Jin, Watkins & Yuen(2009)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직업적 탐색 및 
몰입

진로배제경향

김순미, 이현림(2008) 대학생 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주: ➡ 정적관계, ⇨ 부적관계 

<표 Ⅱ-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관련 논문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고려된다. 

특히 과업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개인의 수행에 대한 불

안 및 근심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몰입감을 

중요하게 예측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가족지지와 진로결정자율성의 관계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율성은 자율성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얻어진

다. 이에 따라 그간 다양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가족의 자율성 지지와 개인의 자

율성이 관계있음이 밝혀져 왔다(Ryan & Deci, 2000; Ryan & Deci, 2006). 이에 

따라 진로결정 자율성 또한 가족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Ratelle 외(2005)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자율성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7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과학대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 종단연구

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개인이 인지하는 자율성 및 관계성이 자연과학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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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여와 자

율성 지지가 개인이 느끼는 자율성 및 관계성에 영향을 준다는 관계가 분석되었는

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부모의 관여와 자율성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인 욕

구를 충족시켜 개인의 자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대

학생의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uay 외(2003)의 연구는 실제 진로장면에서 가족지지와 진로결정자율성

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83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개인의 진로결정자율성이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관련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그간의 다양한 연구들이 가족의 지지와 개인의 발

달이 관계를 밝혀왔음에 주목하여 부모의 자율성지지, 부모통제, 동료들의 자율

성지지 둉료통제가 개인의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

로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관계가 입증되

었다. 특히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진로결정자율성에 γ=.22(p<.05)로 영향을 미침

이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진로결정자율성과의 관계를 본 연구가 나타나

지 않았다. 다만 김지근과 이기학(2011)의 연구에서는 26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관계를 자기

성장 주도성이 매개함을 밝혔다. 즉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기성장 주도성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실제 이들은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자기성

장 주도성을 자율성의 개념과 유사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가족지지가 진

로결정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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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대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atelle et al(2005) 대학생
부모의 관여,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자율성

Guay et al(2003) 대학생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진로결정자율성

김지근, 이기학(2011) 대학생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자기성장주도성

주: ➡ 정적관계, ⇨ 부적관계 

<표 Ⅱ-12> 가족지지와 진로결정자율성의 관계 관련 논문

종합하면 가족의 지지는 진로결정자율성을 예측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그

간의 연구는 가족의 기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자율성 지지’로 한정

하여 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의 기능은 이외에도 넓은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Way & Rossmann, 1996). 따라서 전반적인 가족의 지지가 개

인의 진로결정자율성을 예측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가족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사회인지이론을 통해 자기효능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임이 설명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지지는 개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Bandura의 이론을 바탕으로 Caprara, Regalia, Bandura(2002)는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평균 16살, 

3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의 상관은 

r=.22(p<.01),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의 상관은 r=.30(p<.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Juang과 Silbereisen(1999)은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의 지지가 개인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28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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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부모의 지지가 있는 

개인은 부모의 지지가 지속적이지 않은 개인보다 3년 동안 자기효능감이 항상 

높았으며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가족관련 변인과 관련

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가족의 지지와 관련이 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득연, 홍경자(2004)의 연구가 가족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 4학년 877명을 대상으로 진로탐

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진

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가족의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γ=.29, p<.01).

구분 연구대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Caprara, Regalia,

Bandura(2002)
청소년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 자기효능감

Juang & Silbereisen(1999) 청소년 부모의 지지 ➡ 자기효능감

이득연, 홍경자(2004) 대학생 가족의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 ➡ 정적관계, ⇨ 부적관계 

<표 Ⅱ-13> 가족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관련 논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환경

적 요인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명확해 보인다. 이는 개인이 가족의 지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가족으로부터 피드백

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

이다(Juang & Silbereisen, 1999; 이득연, 홍경자, 2004). 더욱이 자기졀정이론에서 

다루는 가족의 자율성지지 변인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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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어 온 것으로 볼 때 가족의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이 예

상된다(Guay et al., 2003; Guay et al., 2006).

6)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그 개념적 정

의에 따라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이 자신의 내재적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일치하

는 정도와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능력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맞

는 과업이라 생각하면 자신이 과업을 잘 할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업을 자신의 가치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

게 되는지를 구명하는 것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

명하는 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실제 Guay외(2006)에 종단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자율성을 높

게 인지한 발달적 진로미결정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

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Guay외(2006)는 이러한 현상을 자율성이 높은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행동에 대해 높은 의지를 지각하게 되고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인지하

게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도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것이

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개인이 높은 자율성을 갖고 행동

을 할수록 유능감이라는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아실

현의 욕구로 행동할수록 그 안에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주옥(2004)은 위와 같은 가정

으로 353명의 여대생에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γ=.59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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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대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Guay et al(2006) 대학생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한주옥(2004) 대학생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 ➡ 정적관계, ⇨ 부적관계 

<표 Ⅱ-14>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관련 논문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서 제 3변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두 변인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적 순서 및 제 3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

요성이 제기된다(이훈영, 2008). 본 연구가 종단연구가 아닌 횡단연구라는 점에서 

두 변인의 시간적 순서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한 가족지지를 제 3변인으로 두어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 변인간의 관계종합

자기결정이론에서는 환경이 개인의 자율성 욕구, 유능감 욕구, 그리고 효능감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록 개인은 높은 자율성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개

인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이 환경 

안에서 성공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을 경험 할수록 높은 자기

효능감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은 가족환경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자신의 발달을 이룩한다고 볼 수 있다(임정섭, 

최영임, 김교헌, 2012). 더욱이 대학생 시기가 학생신분에서 직업인으로 진입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지는 개인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격려하여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가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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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서, 정보, 평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발달을 지지할수록 개인은 이를 

인식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로탐색에 집중하여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은 가족지지가 개인의 진로선택몰입

을 촉진한다고 제시하여 왔다(Leal-Muniz & Constantine, 2005; 최수정, 2007; 김

지근, 이기학,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만 제시하여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과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Guay et al,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제 다양한 실증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개인

의 발달을 도모하여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인다고 나타났고(Caprara et al., 

2002;  Juang & Silbereisen, 1999; Guay et al., 2003; Rattle et al., 2005; 김지근, 

이기학, 2011; 이득연, 홍경자, 2004),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

업들이 개인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때, 진로결정자율성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업들을 수행하는 이유를 개인에게 제

시하여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Kanfer, 1989; 김아영, 2004). 

다양한 실증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진로결정자율성이 가족의 자율

성지지, 관여 등에 영향을 받아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줌을 밝혀

왔다(Guay et al, 2003; Guay et al, 2006; 김은영, 2007). 그러나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예측컨대 자율성은 개인이 탐색행동을 진행함에 따른 심리적 욕구충족을 

더욱 강력하게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진로선택몰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진로결정자율성은 개인이 진로결정과업을 수행하는데 있

어서 행동의 이유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지하게 하여 높은 몰입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6).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에서 선택행동을 예측해 왔다.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진로선택몰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실증연구에 의해 밝혀졌다(Jin, 

Watkins & Yuen, 2009; Wang et al., 2006; 김순미, 이현림, 2008). 따라서 진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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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지하게 

함으로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

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분석결과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종단연구 분석결과 진

로결정자율성이 높은 학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현상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Guay et al, 2003; Guay et al, 2006; 한주옥, 2004). 

하지만 이러한 상관관계에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상관관계가 제3변

인에 의해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훈영, 2008). 특히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은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변인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Deci & Vansteenkiste, 2004; Lent et al., 1996).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족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진로결정자

율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려된다. 특히 자기결정이론

에서는 자율성을 3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된 것으로서 특히 자율성 욕구가 충

족된 수준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은 개인이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 이를 자신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인지하게 하여 행동을 하

게하고 이에 따른 3가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러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이며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 욕구가 충족이 되면 진로결정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의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한다(Guay et al, 2006).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토대로 개인

이 인식하는 가족지지가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 개인의 진로결정자

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효능기대로서 진로

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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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모형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자 자기결정이론 및 사회인지진로이론, 실증적인 연구결과

들을 분석하여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르면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 진로결정자율성,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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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교는 총 189개교에 재학생 수는 

총 1,484,231명이다. 지역별로 학교 수와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568,591

명, 지방에 915,640명으로 약 1:1.6의 비율이고, 학교 수는 수도권에 70개교, 지방

에 119개교로 약 1:1.7의 비율이다.  

구분 학교수
학생수

재적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수

서울 38 494,016 361,001 133,015

부산 12 213,882 148,833 65,049

대구 3 63,279 44,219 19,060

인천 3 48,520 34,190 14,330

광주 10 85,459 61,806 23,653

대전 11 109,416 78,523 30,893

울산 2 23,495 16,167 7,328

경기 29 244,715 173,400 71,315

강원 8 109,700 72,709 36,991

충북 10 99,256 67,604 31,652

충남 14 186,231 133,354 52,877

전북 9 99,888 69,532 30,356

전남 10 49,464 35,129 14,335

경북 20 175,172 118,307 56,865

경남 8 84,243 58,573 25,670

제주 2 17,222 10,884 6,338

합계 189 2,103,958 1,484,231 619,72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모집단으로 설정한 대학교 재학생 수  

<표 Ⅲ-1> 2012년 지역별 대학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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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교의 전공 대계열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이

에 따르면 자연·이공계열 전공 재학생수와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각각 515,166명과 702142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재학생수의 8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자연·이공계열 전공 재학생수와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의 비율은 약 1:1.3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분 세 구분 재학생 수 

자연·이공계열
자연계열 182,633

공학계열 352,533

인문·사회계열

인문계열 199,592

사회계열 433,294

교육계열 69,256

의약계열 의약계열 82,517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 164,406

합계 1,484,23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표 Ⅲ-2> 2012년 전공별 학생 수

대학교의 성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3>와 같다. 이에 따르면 남성 

재학생수와 여성 재학생 수는 각각 781,367명과 702,86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재학생수와 여성 재학생 수의 비율은 약 1.1:1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분 재학생 수 

남성 781,367

여성 702,864

합계 1,484,23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표 Ⅲ-3> 2012년 성별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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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1) 표집크기

이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통계 기법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정법과 모형적합도의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설정해야 한다

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권장되는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이 되어야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위험이 낮아진

다고 제시된다(김대업, 2008). 

모형적합도의 경우,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지표인 κ검정통계량은 표본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특히 50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경우 모델에 관계없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500개 이하의 표본이 사용될 것이 권장

된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연구자의 설계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

고 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표본크기보다는 모형의 유형에 따른 상대적 

표본크기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김대업, 2008). 이에 따라 Bentler와 

Chou(1987)는 연구 시작 전 대략적인 추정모수의 개수를 계산한 후 필요한 표본

크기를 결정 할 것을 추천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모수를 살펴보면 고정값을 지정

한 모수 이외에 요인적재량과 경로계수 15개, 오차분산과 외생변수의 분산, 잔차

들의 분산 17개로 총 32개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나타난 추정모수의 유의성

에 대한 z검증과 모형평가에 대한 κ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정

모수 1개당 적어도 표본은 10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 32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0-500의 

표본크기가 고려된다. 단 회수율 및 무응답자료의 경우를 반영하여 전체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60명으로 표본크기를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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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한 층화

군집비율표집을 이용하였다. 층화표집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층화표집

은 모집단 안에 어떤 속성에 의하여 여러 개의 하부집단이 있을시 이를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용이하게 만드는 표집방법이다(성태제,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선택몰입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표본의 속성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표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학소재지(수도권/지방), 전공계열, 성별, 학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해왔다. 

특히 대학소재지는 대학생들의 취업성과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고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왔다(박환보, 2011; 박환보, 김성식, 2011). 

류장수(2005)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대학 학생들과 지방대학 학생들은 구직정보

를 획득하는 경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건데 대학소재지는 대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진로탐색 및 행동기회를 제한하

고 이는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소재

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대학소재지가 탐색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결론내리기

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로선택몰입은 탐색과정을 통해 향상된다는 점(Marcia, 

1980; 최수정, 2007)과 진로선택몰입이 취업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

에서 대학소재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될 수 있다(Blustein 

et al., 1989; 남진열, 2010).  

또한 선행연구들은 전공계열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주요변인

으로 보고하여왔다(유지선, 2004; 이성식, 2007). 또한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1)연구에서는 전공계열별로 교육활동, 학원을 다녀본 경험, 직장경험 등의 구

직준비활동들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을 고려하건데 전공계열은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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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전공계열은 개인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서 진로목

표달성을 위한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임은미, 박승민, 엄영숙, 

2009). 

성별 또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이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진로탐색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진로정체감형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민지애(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남성은 생물학적 특성 외에도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

해 진로목표달성에 몰입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현주(2008)의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년이 진로탐색행동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로탐

색행동 및 진로정체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Marcia(1980)의 설명을 통해 예측될 수 있다. 그는 개인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

해서 단순히 탐색행동뿐만이 아니라 몰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몰입 

없는 탐색행동은 개인의 자아정체감 발달단계에서 유예상태를 예측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개인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의사결정에 임박해 

지고 탐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높아진 부담감은 진로선택몰입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상희, 서유란, 2012). 더욱이 Krumbolts(1993)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에 임박한 개인은 오히려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

신의 진로결정에 몰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년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

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학년에 따라 개인의 진로의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강희순(2010)의 연구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소재지(수도권/지방), 전공계

열, 성별을 층화의 기준으로 삼아 층화표집을 시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요소로 

구분된 집단은 집단 간 차이가 집단내 차이보다 크다고 판단되기에 층화표집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 할 것이라 판단된다(김현철, 1999). 특히 층화기준의 

수가 많아지면, 최소 크기 집단의 적정 표집수가 3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가 어렵고(최동선, 2003; 곽민호, 2011), 현실적으로 다양한 층화기준이 

많을수록 표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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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고 판단되는 학년은 층화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학년 및 기타 인구

학적 요인들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전체 분포 비율과 비슷한 비율

로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군집표집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집표집은 표집의 단

위를 개인이나 요소로 하지 않고 집단으로 하는 표집방법이다(성태제, 1998). 이

러한 방법은 표집목록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요인

을 고려하기 위해 군집표집을 활용하였다. 또한 층화표집에 의해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된 모집단에서 일정 비율의 연구 대상을 추출할 경우 모집단의 특성을 명확

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표집을 활용하였다(성태제, 1998).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층화군집비율표집은 모집

단의 대표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표집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층화군집비율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그림 Ⅲ-2]). 

[그림 Ⅲ-2] 층화군집비율표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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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586,591명, 지방에 915,640명으로 약 1:1.6의 비율이고, 학교 수는 수도권에 70개

교, 지방에 119개교로 약 1:1.7의 비율이다.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여 전국의 4년

제 대학교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눈 후, 군집표집을 통하여 수도권 3개교에 240

명, 지방 5개교에 360명을 표집 하였다. 이러한 군집표집에는 특수한 목적을 위

해 설립된 대학(신학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정보통신대 등) 및 단과

대 위주로 설립된 대학은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3개의 대학은 무선 표집을 

시행하였다. 비수도권에서 5개의 대학은 모집단의 지역별 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

하여 지역을 나눈 후 각 지역에서 대학을 무선 표집 하였다. 실제 교육과학기술

부(2012)에 따르면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386,099명, 충청도(대

전, 충북, 충남)에 279,481명, 전라도(광주, 전북, 전남)에 166,467명, 강원도에 

72,709명, 제주도에 10,884명의 학생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전체 비수도권 대학생 중의 약 6%를 차지하기에 군집표집에

서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경상도와 충청도에 각각 2개의 대학을, 전

라도에 1개의 대학을 군집표집 하였다.  

군집 표집 된 8개의 대학별로는 70명의 대학생을 표집 하여 전체 560명을 표

집 하였다. 이때 모집단의 자연·이공계열 학생과 인문·사회계열 학생수가 

535,166명과 702,142명으로서 1:1.3의 비율을 보이기에 1개 학교당 자연·이공계

열 학생 30명, 인문·사회계열 학생 40명으로 나누어 표집 하였다. 또한 모집단

의 성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여성 재학생수와 남성 재학생 수가 각각 702,864명

과 781,367명으로 약 1.1:1의 비율을 보이기에 자연·이공계열 남학생 16명, 여학

생 14명을, 인문·사회계열 남학생 21명, 여학생 19명을 표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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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 <표 Ⅲ-4>와 같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

다. 설문지는 크게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일반적 사항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진로선택몰입 직업적 탐색 및 몰입 Ⅰ - 1-19 19

가족지지

정서적지지 Ⅱ - 1-7 7

평가적지지 Ⅱ - 8-13 6

정보적지지 Ⅱ - 14-19 6

물질적지지 Ⅱ - 20-24 5

진로결정자율성

내적동기
Ⅲ - 1-A, 2-A, 3-A, 4-A, 5-A, 6-A,

7-A, 8-A
8

확인된 조절
Ⅲ - 1-B, 2-B, 3-B, 4-B, 5-B, 6-B,

7-B, 8-B
8

부과된 조절
Ⅲ - 1-C, 2-C, 3-C, 4-C, 5-C, 6-C,

7-C, 8-C
8

외재적 조절 
Ⅲ - 1-D, 2-D, 3-D, 4-D, 5-D, 6-D,

7-D, 8-D
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Ⅳ - 1, 10, 15, 19, 23 5

자기평가 Ⅳ - 5, 9, 14, 18, 22 5

목표선택 Ⅳ - 2, 6, 11, 16, 20 5

미래계획 Ⅳ - 3, 7, 12, 21, 24 5

문제해결 Ⅳ - 4, 8, 13, 17, 25 5

일반적사항 성별, 학년, 전공 Ⅴ - 1-6 6

총계 106

<표 Ⅲ-4>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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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는 2단계의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 본 조사에 

활용되었다. 1단계 예비조사에서는 번안 및 수정한 설문지에 대해 산업교육전공 

전문가인 교수1명,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수료 

2명, 박사과정2명, 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측정에 적합한지, 대학생의 상황 및 특성에 적합한지,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응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았다.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2단계 

예비조사에서는 대학생 7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 응답 8부와 이상

치 응답 1부를 제외하여 61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할 조사도구들은 활용하기에 적합한 신뢰도

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단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자율성 도구의 경우, 본래 

7점 리커트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판

단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5점과 7점을 혼동하여 불성실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

었기 때문이다. 또한 리커트 척도의 경우, 응답자에 따라 5점, 7점, 9점 등 조사

도구의 특성 및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점 리커트 

척도가 일반적이라는 점과 설문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오창환, 2009). 이에 따라 설문지를 수정한 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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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선택몰입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Blustein 외(1989)가 개

발하고 최수정(2007)이 번안한 직업적 탐색 및 몰입(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도구를 원문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래 Blustein 

외(1989)는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적 탐색 및 몰입(VECS)과 진로배

제경향(TTFS: Tendency To Foreclosure Scale) 두개의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선행

연구 고찰 결과 진로배제경향(TTFS) 도구는 탐색이 선행되지 않은 몰입을 측정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진로선택몰입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배제경향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직업적 탐색 및 몰입

(VECS) 도구는 개인이 진로탐색행동을 하며 대안들을 도출하고 이중 최선의 대

안을 선택하여 몰입하는 과정 및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측정하기에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진로선택몰입의 개

념을 측정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직업적 탐색 및 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을 보

면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

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목표에 전념하기가 불안하다.”를 물어봄으로서 탐색행

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로선택몰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을 측정한다.

본 도구는 19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5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

다.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 수준이 낮은 ‘미몰입 단계’를 의미하는데 측정변인

간의 개념적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 문항을 역 채점 하였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단 5개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

록 몰입 수준이 높은 ‘몰입 단계’를 의미하기에 역 채점에서 제외 하였다(1, 

4, 5, 14, 16 문항).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는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가 .85로 나타 났으며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근, 이기학(2011)연구에서

도 내적 일치도 계수가 .9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이라 판단하였다. 

실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2단계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3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915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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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 도구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관찰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구분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61) 본조사(505)

진로선택몰입 .836 .915

<표 Ⅲ-5>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단 본 도구는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된 도구이기에 구조방정모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요인적재량과 오차분산을 지정하여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

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활용하여 요인적재량과 오차분산

을 지정하였다. 이는 신뢰도를 통해 본 변인의 진분산과 오차분산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오차분산을 제외 한 진분산을 잠재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내적일치도 계수)*

분산”공식을 활용하여 오차분산을 지정하고 요인적재량을 1로 지정하여 관찰변

인에 투입하였다(Wang et al., 2006; 배병렬, 2009).

 

나. 가족지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윤혜정(1983)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박현미(2011)가 개발한 가족지지측정도구를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족지지 도구의 문항을 보면 개인에게 자신이 가

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어봄으로서 가족지지

를 측정한다(나의 가족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측정

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가족지지의 개념인 ‘가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원을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할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박현미(2011)의 연구에

서는 이 측정도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용되었지만 가족환경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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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식하는 가족지지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인식은 학생전반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Whiston & Keller, 2004), 이 측정도구의 기반이 되는 윤혜정

(1983)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가족지지를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측정도구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7문항, 6문항, 6문항, 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

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현미(2011)의 연구에서는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정서적지지가 .890, 평가적지지가 .890, 정보적지지가 .891, 물질적지지가 

.89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실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2단계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58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955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

다. 또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는 예비조사에서 .840~.917, 본 조사에서 

.858~.90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 도구의 하위요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관찰변인을 투입하였다. 

구분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61) 본조사(505)

가족지지 .958 .955

정서적지지 .917 .901

평가적지지 .870 .876

정보적지지 .887 .880

물질적지지 .840 .858

<표 Ⅲ-6> 가족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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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결정자율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Guay(2005)가 개발

하고 한주옥(2004)이 번안한 CDMAS(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

도구를 원문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에게 진로결정과 관련된 8개의 행위를 제시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4

가지의 동기 수준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와 같

은 문항이 제시된 후, 이 행위를 하게 하는 4가지의 동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다. 각각의 문항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외재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

절, 내적동기를 질문하고 이를 측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진로결정자율성의 개념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을 자신

의 자아실현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느낌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인지하는 동기 수준’을 측정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도구는 내적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조절의 4요인으로 구성되

며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에 응답한다. 한주옥(2004)의 연구에서는 

이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91~.9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

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실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2단계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66으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89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

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는 예비조사에서 .904~.933, 본 조사에

서 .878~.942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61) 본조사(505)

진로결정자율성 .866 .892

내적동기 .926 .906

확인된 조절 .904 .878

부과된 조절 .915 .899

외재적 조절 .933 .942

<표 Ⅲ-7>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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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의 특이한 점은 진로결정자율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다. 

Guay(2005)는 먼저 각 행위별로 4개의 동기유형을 (내적동기+확인된 조절)-(부과

된 조절+외재적 조절)와 같은 공식에 입각하여 총 8개의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였

다. 이후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자율성지수를 만들기 위해 8개의 지수를 순서대

로 2개씩 묶어 평균을 구하여 4개의 지수를 산출하였다.(Marsh & Yeung, 1997). 

이렇게 산출된 지수의 합이 높으면 개인은 높은 자율성을 갖고 진로결정을 행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율성 지수를 산

출하였으며 이를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관찰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 Klein, 

Taylor(1996)이 개발하고 이은경(2000)이 번안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원문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항을 보면 개인에게 진로결정 

과업들에 대한 개인의 신념수준을 물어봄으로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한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측정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인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행해야 하는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측정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 측정도구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의 5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경(2000)의 연구에서는 이측

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68~.7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실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2단계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52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90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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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는 예비조사에서 .411~.737로 나타나 적

합하지 않은 수준을 보였지만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임한 결과 .601~.730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 도구의 하위요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관찰변인을 투입하였다. 

구분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61) 본조사(5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52 .900

직업정보수집 .530 .601

자기평가 .580 .707

목표선택 .608 .684

미래계획 .737 .730

문제해결 .411 .657

<표 Ⅲ-8>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4. 자료수집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12년 10월 15일부터 11월2일 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인 8개의 대학 내 학과의 조교 

및 학생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사전에 전화 및 e메일을 통하여 충분히 협조를 

구한 후 이들에게 30~7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할 시에는 본 연구의 취

지, 설문 요령, 안내서(성별 및 계열에 대한 비율표집 등)를 동봉하였고 또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여 원활한 자료수집을 도모하였다. 평균적으로 설문지 발송 후 7

일에서 9일 이내에 설문이 회수되었다. 

이렇게 설문지는 각 대학의 70부씩 총 56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53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94.8%의 회수율이 나타났다. 이후 2개 이

상의 변인을 하나의 번호로 응답한 불성실 응답 16부를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이상치 응답을 보인 10부를 제외한 결과 총 26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505

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유효자료율은 9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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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 및 AMOS 18.0을 활용하

였고 모든 결과는 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실제 본 연구의 가설

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입력자

료로는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입력자료로는 상관행렬과 

공분산행렬이 활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표준오차를 구하

기 위해서 붓스트랩방법을 활용하였기에 원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전반적인 적합도, 변인들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은 직접

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오

차를 분리하여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을 이끄는 심

리적인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실제 측정하기 어려운 심

리적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이 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을 먼저 검토하

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연구결

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 단계  접근법보다 이 단계 접근법이 본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실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여러 단

계의 회귀분석을 동시에 하는 분석으로서 회귀모형이 필요로 하는 가정을 구조

방정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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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① 입

력자료 준비, ② 측정모형 분석, ③ 구조모형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를 그

림으로 표현 하면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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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자료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할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

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입력 자료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로 결측치를 확인했다. 결측치는 이용 가능한 표본을 감소시키거나 응

답자의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여 잘못된 분석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측치를 확인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측치

를 임의 결측치라고 가정하고 평균대치법(mean substitution)을 활용하여 처리하

였다. 이는 결측이 관측되어진 자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평균을 활

용하여 결측치를 대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이상치를 확인했다. 이상치는 다른 자료와는 다른 유형을 보이는 값

을 말하며 이러한 이상치는 자료의 정규성 및 선형성을 훼손한다. 이에 따라 이

상치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상치를 마

할라노비스 거리 통계치를 활용하여 제거 하였다. 제거기준이 되는 유의수준은 

.001로 설정하여 보수적으로 제거하였는데 이는 이상치 제거란 자료의 정보를 훼

손시키는 작업으로서 보수적인 유의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다(Tabachinick & Fidell, 1996). 또한 평균에서의 표준편차 거리(｜3｜이상)를 기

준으로 활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세 번째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했다.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며 이러한 선형적 결합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다변량 정규성이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

합분포가 모두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실성을 고려하여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변인

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였으며 정규성의 

기준으로는 Curran, West &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

표 ┃8.0~20.0┃ 이내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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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했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

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

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

(VIF<10)를 활용하였다.  

나.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

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즉 측정모형 분석이란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인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

정자율성을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분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측정모형을 설정했다. 측정모형설정이란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에서는 이러한 측정오차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

에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으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로운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는 잠

재변인에서 관찰변인으로의 경로계수가 도출되는데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

인적재량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오

차가 구해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세 번째로 신뢰도 분석 및 타당도 분석을 시행했다. 이는 관찰변인들이 추상적 

개념인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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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요인적재량, 잠재변인간의 상관, 다중상관제곱(R )을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다. 구조(이론)모형 분석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 즉 잠재변인을 관찰변인들이 올바르게 측정

하였는지 확인한 후에는 실재 본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분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모

형 분석은 측정모형을 통해 구성된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측정

모형과 구조모형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이론)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구조(이론)모형을 설정했다. 구조(이론)모형을 설정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지지를 외생변인으로 진로

결정자유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몰입을 내생변인으로 구조(이론)모형

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모수를 추정했다. 모수추정을 위해서 활용될 입력자료로는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모형분석에서는 모수, 즉 경로계수, 

분산, 공분산, 오차, 잔차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최대

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입력자료인 관찰

변인의 상관행렬과 가능한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모수를 추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 번의 

계산을 통해 최적의 값이 나올 때 까지 진행된다. 특히 최소제곱법에 비해 최대

우도법은 다변량정규성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모형 내에 존재하는 잔차들이 모두 

정규분포 한다면 최소제곱법과 같은 모수를 도출하며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기에 

본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로 모형을 평가했다. 이는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고 모형

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임계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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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검정통계량은 모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을 활용하고 

Z분포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5%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확

인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도출된 상관행렬이 입력한 

상관행렬 자료와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한다. 즉 모수

추정의 결과 모형에 의해 생산된 모형상관행렬이 실제로 측정된 표본상관행렬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설적으로 새운 모형이 실제 자료의 

정보와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모수추정에서부터 평가까지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Ⅲ-4] 모수추정 과정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카이제곱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카이제곱검정이외에 절대

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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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단 이러한 적합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에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정과 함께 이러한 적합지수들은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표 Ⅲ-10>과 같은 기준으로 

적합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 
적합 
기준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8

증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 0.9

IFI(Incremental Fit Index) ≥ 0.9

TLI(Tucker & Lewis Index) ≥ 0.9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0.5, 0.6

PNFI(Parsimony NFI) ≥ 0.5, 0.6

PCFI(Parsimony CFI) ≥ 0.5, 0.6

출처: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표 Ⅲ-9> 적합지수 해석 기준

네 번째로 모형을 수정했다. 모형수정이란 초기의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검

증에서 나아가 자료를 통해 도출한 상관행렬에 더욱 적합한 모형상관행렬을 도

출할 수 있는 모형으로 연구모형을 수정하는 것이다. 모형을 수정하는 상황은 모

형의 적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이거나 간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

는데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만들기 작업을, 모형의 간명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모형다듬기 작업을 수행한다(Kl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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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만들기의 의미는 분석 시 새로운 모수를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생산된 모형상관행렬은 표본상관행렬과 차이가 적어지며 이에 따

라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은 작아진다. 이에 따라 모형의 적합성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의 상승은 모수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 

자유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증가한 자유도 수준에서 카

이제곱검정통계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모형만들기 작업을 수

행해야 한다. 만약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모수를 

추가함으로서 모형의 간명성이 떨어지기에 모형 만들기 작업을 지양해야 한다.

이에 반해 모형 다듬기는 모수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모형다듬기 작업은 유의미하지 않은 모수를 제거함으

로서 모형의 적합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간명도를 높일 수 있다. 단 이러한 

모형 다듬기 작업 또한 본래의 연구모형에 비해 적합성을 유의미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다듬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모형에 비해 수정된 모형이 자료를 더욱 잘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된 

모형을 채택하였다.  

다섯 번째로 모형수정작업을 통해 최종모형을 채택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모형

과 수정된 모형 중 표본상관행렬을 더욱 적합하게 표현하는 모형을 채택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카이제곱검정통계량 고려하여 모형을 채택하였다.

여섯 번째로 인과관계 효과를 분해했다. 효과의 분해란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

함된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를 파악하고 총효과를 구하는 것이

다. 여기서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말하며, 간접효과란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총효과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잠재변

인들간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

과관계의 효과를 분해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에서제공하
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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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입력 자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이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에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다. 우선 결측치를 확인하고 

이러한 결측치를 임의 결측치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결측치가 확인되었고 평균대치법(mean substitution)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이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통계치(p<.001)와 

평균에서의 표준편차거리 (｜3｜이상)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수행하였는데 총 10

부의 설문지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505명의 응답자가 분석되었으

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70 53.5

여자 235 46.5

학년

1학년 90 17.8

2학년 123 24.4

3학년 142 28.1

4학년 122 24.2

5학년 28 5.5

전공
계열

자연·이공계열 200 39.6

인문·사회계열 305 60.4

소재
지역

수도권 174 34.5

지방 331 65.5

합계 505 10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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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27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3.5%를 차

지하고 여학생은 235명으로 46.5%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90명으로 

17.8%, 2학년이 123명으로 24.4%, 3학년이 142명으로 28.1%, 4학년이 122명으로 

24.2%, 5학년이 28명으로 5.5%를 차지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이공계열 학

생이 200명으로 39.6%,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305명으로 60.4%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4명으로 34.5%, 지방이 331명으로 65.5%

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앞서 모집단의 분포와 비슷한 분포로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인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진로선택몰입은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직업적 선호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

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보통보다 다

소 높은 진로선택몰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6).  

가족지지는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지원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통계량을 살피기 위해 잠재변인

인 가족지지를 관찰변인의 합산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높은 가

족지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2). 관찰변인별 5점 환산 평균을 살

펴보면 정서적지지 3.98, 평가적지지 4.03, 정보적지지 3.92, 물질적지지 4.18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율성은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자신이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진

로결정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통계량을 살피

기 위해 잠재변인인 진로결정자율성을 (내적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

재적 조절)공식에 입각하여 산출한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자율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95). 실제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5점 환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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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내적동기 3.52, 확인된 조절 4.07, 부과된조절 3.01, 외재적 조절 

2.4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진로결정과업을 남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진로결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통계량을 살피기 위해 잠재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관찰변인의 합산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

들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 관찰변인 별 5점 환산 평균을 살펴보면 직업정보수집 3.50, 자기평가 3.63 

목표선택 3.61, 미래계획 3.61, 문제해결 3.53으로 나타났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반응가능법위 5점 환산 평균

진로선택몰입 61.90 12.08 19-95 3.26

가족지지 96.48 13.65 24-120 4.02

정서적지지 27.88 4.70 7-35 3.98

평가적지지 24.17 3.83 6-30 4.03

정보적지지 23.51 3.76 6-30 3.92

물질적지지 20.91 3.09 5-25 4.18

진로결정자율성 16.95 14.38 -64-64 -

내적동기 28.13 5.72 8-40 3.52

확인된 조절 32.53 4.50 8-40 4.07

부과된 조절 24.04 6.50 8-40 3.01

외재적 조절 19.68 7.02 8-40 2.4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89.40 11.61 25-125 3.58

직업정보수집 17.48 2.68 5-25 3.50

자기평가 18.17 2.77 5-25 3.63

목표선택 18.06 2.93 5-25 3.61

미래계획 18.05 2.99 5-25 3.61

문제해결 17.63 2.81 5-25 3.53

주: 진로결정자율성은 (내적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절)에 공식에 의하여 구해지기 때문에 
5점 환산평균이 없음. 

<표 Ⅳ-2>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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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관찰변인의 왜

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여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본래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모두 선형성

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결합 빈도 분포

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

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line, 2005).

변인 최소값 최대값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C.R 지수 C.R

진로선택몰입 28 95 0.055 0.502 -0.420 -1.928

가족지지

정서적지지 11 35 -0.583 -5.353 0.186 0.854

평가적지지 12 30 -0.398 -3.650 -0.236 -1.081

정보적지지 10 30 -0.245 -2.249 0.039 0.177

물질적지지 9 25 -0.365 -3.345 -0.383 -1.757

진로결정자율성

자율성A -3.5 7.5 0.341 3.127 -0.089 -0.409

자율성B -2.5 8 0.612 5.611 0.213 0.975

자율성C -2 8 0.479 4.399 -0.087 -0.401

자율성D -2.5 10 0.297 2.722 -0.231 -1.05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9 25 -0.080 -0.730 0.153 0.703

자기평가 10 25 0.105 0.964 -0.157 -0.721

목표선택 10 25 0.017 0.154 -0.002 -0.008

미래계획 10 25 0.057 0.524 -0.105 -0.482

문제해결 10 25 0.026 0.241 0.028 0.127

다변량 정규성 24.416 12.961

<표 Ⅳ-3> 관찰변인의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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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Hong, Malik, Lee(2003)는 왜도 2, 첨도 4이내의 기준을 만족

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표 Ⅳ

-3>을 보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관찰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나타나 있는데 왜도

의 절대값 지수는 .017-.612,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02-.420으로서 본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한다. 단 첨도값을 통해 제시된 다변량 정규성

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대우도법의 경

우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지만 적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정을 벗

어난다고 해도 미지수 추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제시된다(김계수, 2010). 실제 

Hair, Black, Babin, Anderson, Tatham(2010)은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날 

때의 적정표본을 추정해야 되는 모수와 응답자수의 비율 1:15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추정해야 할 모수는 잠재변인의 수 4, 잠재변인간의 공분산 6, 경로계수 

10(지표변인 제외), 측정오차의 수 13(진로선택몰입의 관측변인은 1로서 측정오차 

제외) 총 33개로서 제시된 기준(n≥495)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

대우도법을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

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준우, 

2007).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김준우, 2007). 이

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IF<1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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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이를 보면 공차의 경우 .216-.692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445-4.620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기준인 공차 

.10이상, 분산팽창지수 10이하를 만족하기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판단된

다.  

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가족지지

정서적지지 .292 3.426

평가적지지 .236 4.237

정보적지지 .347 2.885

물질적지지 .496 2.014

진로결정자율성

자율성A .332 3.014

자율성B .222 4.503

자율성C .216 4.620

자율성D .381 2.62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443 2.256

자기평가 .361 2.771

목표선택 .386 2.589

미래계획 .328 3.049

문제해결 .692 1.445

주: 종속변수는 진로선택몰입임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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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찰변인간의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상관행렬은 다음과 같다. 

관찰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진로결정 몰입 1 　 　 　 　 　 　 　 　 　 　 　 　 　

가족지지

2. 정서적지지 .363*** 1 　 　 　 　 　 　 　 　 　 　 　 　

3. 평가적지지 .353*** .822*** 1 　 　 　 　 　 　 　 　 　 　 　

4. 정보적지지 .353*** .739*** .772*** 1 　 　 　 　 　 　 　 　 　 　

5. 물질적지지 .273*** .601*** .674*** .620*** 1 　 　 　 　 　 　 　 　 　

진로결정자율성

6. 자율성A .384*** .297*** .299*** .248*** .316*** 1 　 　 　 　 　 　 　 　

7. 자율성B .415*** .298*** .303*** .253*** .314*** .777*** 1 　 　 　 　 　 　 　

8. 자율성C .383*** .239*** .244*** .212*** .271*** .775*** .852*** 1 　 　 　 　 　 　

9. 자율성D .337*** .210*** .218*** .187*** .286*** .673*** .739*** .755***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0. 직업정보수집 .458*** .284*** .298*** .339*** .277*** .264*** .215*** .212*** .208*** 1 　 　 　 　

11. 자기평가 .592*** .359*** .388*** .383*** .328*** .318*** .300*** .297*** .276*** .594*** 1 　 　 　

12. 목표선택 .608*** .277*** .317*** .313*** .276*** .332*** .313*** .331*** .323*** .597*** .732*** 1 　 　

13. 미래계획 .610*** .358*** .375*** .371*** .301*** .372*** .362*** .359*** .311*** .714*** .695*** .685*** 1 　

14. 문제해결 .297*** .249*** .296*** .263*** .249*** .262*** .231*** .234*** .196*** .436*** .505*** .426*** .481*** 1

주: *p< .05, **p< .01 ***p<.001

<표 Ⅳ-5>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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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구성하여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주1) 진로선택몰입의 경우 하나의 관찰변인으로 잠재변인을 도출하기에 요인적재량을 1로 지정하고 오

차분산은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공식을 활용하여 지정하였음

주2) 지표변인으로서 통계적 검증 불가

주3)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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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

합도 지수는 χ ,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PNFIP, PCFI의 

총 11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6>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χ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

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사례수가 500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사례수가 505라는 점에서 χ검정은 해

석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이외에 모든 적합도 지수는 본 모형이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다고 제시하여 본 측정모형이 생산하는 모형상관행렬은 표

본상관행렬과 매우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기준

χ (카이제곱) p > .05 .000 미해석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953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932 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8 .053 적합

증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 0.9 .966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0.9 .980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0.9 .974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980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0.5, 0.6 .791 적합

PNFI(Parsimony NFI) ≥ 0.5, 0.6 .764 적합

PCFI(Parsimony CFI) ≥ 0.5, 0.6 .775 적합

<표 Ⅳ-6>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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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에서는 여려 개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

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성있고 타당

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부

하량 및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

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 E C. R

가족지지

정서적지지 1.854 0.878 0.096 19.247***

평가적지지 1.604 0.930 0.079 20.207***

정보적지지 1.417 0.838 0.077 18.387***

물질적지지  1 0.719 - -

진로결정자율성   

자율성A
 1 0.842 - -

자율성B 1.092 0.922 0.039 27.672***

자율성C 1.092 0.924 0.039 27.76***

자율성D 1.135 0.807 0.051 22.15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1.289 0.749 0.106 12.221***

자기평가 1.495 0.840 0.115 12.995***

목표선택 1.550 0.824 0.120 12.869***

미래계획 1.655 0.862 0.126 13.156***

문제해결  1 0.555 - -

주1) 지표변인으로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p< .05, **p< .01, ***p< .001

<표 Ⅳ-7>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수렴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요인부하량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ago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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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부하량이 .50 이상, 

.95이하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는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555에서 .930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Ⅳ-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

렴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진로선택몰입의 경우 관찰변인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신뢰도가 높고 다양한 연구에서 타

당도가 확인되었기에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가정한다(Blustein et al., 1988; 김지

근, 이기학, 2011; 최수정, 2007). 

변별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별하

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간의 추정된 상관계수는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을 제외하고는 높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이훈영, 2008).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경우에도 매우 높

은 상관관계는 아니기에 본 측정모형은 보통의 변별타당도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414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선택몰입 .45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724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율성 .335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72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21

<표 Ⅳ-8>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마지막으로 신뢰도의 경우 관찰변인의 다중상관제곱(R )을 통해 진단 할 수 있

다. 다중상관제곱은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이 값이 높을수록 잠재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관찰변인의 분산이 많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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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높은 신뢰도를 갖는 의미이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관찰변인 별 다중상관제곱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9>와 같다. 

변인 다중상관자승(R )

가족지지

정서적지지 0.770

평가적지지 0.866

정보적지지 0.702

물질적지지 0.516

진로결정자율성

자율성A 0.708

자율성B 0.850

자율성C 0.853

자율성D 0.65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0.561

자기평가 0.705

목표선택 0.679

미래계획 0.742

문제해결 0.308

<표 Ⅳ-9> 관찰변인의 다중상관자승(R )

이에 따르면 문제해결관찰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본 측정

모형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문제해결의 경우 다중상관제곱

이 약 .300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념적으로 문제해결이란 자신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하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

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오차분산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실제 문제해결을 측정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진로, 혹은 

전공과정을 이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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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

는 지식수준에 따라 문제 상황을 다르게 볼 여지를 응답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

인 오차분산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많은 

연구에서 또한 문제해결의 다중상관자승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강정

은, 2008; 이성식, 2007; 김보경 2011).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은 개인의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으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중상관제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관찰변인의 분산이 오

차분산 뿐만 아니라 개인이 문제 상황을 다르게 보는 체계적인 분산 요소를 갖

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의 다중상관제곱은 신뢰도의 하한 

추정값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최수정, 2007). 즉 관찰변인의 분산을 설명하는 요

소로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정도가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는 관찰변인의 분산 정도인 다중

상관제곱에 값이 작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값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오차분산이 잠재변수의 경로계수를 

구할 때 제외되고 더욱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은 진로성숙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문제해결 관찰변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진로선택몰입의 경우 

관찰변인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다중상관제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진로선택몰입의 내적일치도계수가 높기에 신뢰도가 있다고 가정한다. 



- 112 -

3. 구조(이론)모형 분석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 즉 잠재변인을 관찰변인들이 올바르게 측정

하였는지 확인한 후에는 실재 본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이론)모형을 분석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된 구조(이론)모형을 바탕으로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고 결과는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구조(이론)모형 분석 결과
주1) 지표변인으로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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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이론)모형의 적합도 분석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이론)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χ ,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PNFIP, PCFI의 총 11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10>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χ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

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사례수가 500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사례수가 505라는 점에서 χ검정은 해

석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이외에 모든 적합도 지수는 본 모형이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다고 제시되어 본 구조(이론)모형이 생산하는 모형상관행렬

은 표본상관행렬과 매우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RMSEA값은 본 연구

의 자료와 모형의 자료의 일치함을 넘어 비중심카이제곱분포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과 실제 모집단과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05 이

하이면 매우 근접하다고 볼 수 있고 .05~.08이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는 .053으로 .05에 매우 근접하게 나왔고 신뢰구간은 .042~.063

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

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은 기각되었으며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예측

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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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기준

χ (카이제곱) p > .05 .000 미해석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953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932 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8 .053 적합

증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 0.9 .966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0.9 .980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0.9 .974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980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0.5, 0.6 .791 적합

PNFI(Parsimony NFI) ≥ 0.5, 0.6 .764 적합

PCFI(Parsimony CFI) ≥ 0.5, 0.6 .775 적합

<표 Ⅳ-10> 구조(이론)모형의 적합도

나.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구조(이론)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상관행렬이 본 자료의 상관행렬과 부합하다는 

가설이 검증되어 추정된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경로계수 분

석 결과 대부분의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Ⅳ-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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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 E C. R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0.324 0.062 0.217 1.493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선택몰입 1.196 0.171 0.282 4.244***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4.620 0.623 0.458 10.097***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율성 0.249 0.335 0.036 6.928***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0.261 0.373 0.038 6.890***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0.280 0.296 0.047 5.958***

주: *p< .05, **p< .01 ***p<.001

<표 Ⅳ-11>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

한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

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중상관제곱은 회

귀분석의 결정계수(R )와 같은 의미로서 설명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이훈영, 

2008). 다음 <표 Ⅳ-12> 모형 내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진로선택몰입의 경우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에 의해 약 55.5%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에 의해 약 30.1%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

로결정자율성은 가족지지에 의해 11.2%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의 

경우 외생변수로서 다중상관제곱을 구할 수 없다. 

변인 다중상관자승(R )

진로선택몰입 .555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율성 .11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01

<표 Ⅳ-12>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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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수정 및 최종 구조(이론)모형 설정

구조(이론)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1개의 경로계수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다듬기 전략을 이용한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수정은 이론적 근

거를 토대로 시작하였다. 즉 연구자가 사전에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변수간의 관

계를 가설화 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근거 외에도 

수리적결과를 활용하여 구조(이론)모형의 적합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간명도

를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정에 임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가족의 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작용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

하고 모형다듬기의 수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수의 유의성을 고려하여 가

족지지→진로선택몰입의 경로계수를 제거하였다. 카이제곱차이량은 자유도 1에서 

3.84의 변화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이훈영, 2008), <표 Ⅳ-13>을 보면 

변화량이 2.223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량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 구조(이론)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구분 구조(이론)모형 수정모형(최종구조모형)

χ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173.133 175.356

△χ (카이제곱 검정통계 변화량) 2.223 증가

△df(자유도 변화량) 1 감소

△df=1에서 유의미한 카이제곱 차이량 3.84

<표 Ⅳ-13> 모형수정 과정에서의 모형별 카이제곱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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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구조(이론)모형 분석

모형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정된 구조(이론)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Ⅳ-3]

과 같다. 본 모형을 보면 처음 설정된 모형과는 달리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경로가 설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 구조(이론)모형 분석 결과
주1) 지표변인으로서 통계적 검증 불가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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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구조(이론)모형의 적합도 분석

최종 구조(이론)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

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

도 지수는 χ ,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PNFIP, PCFI의 

총 11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14>와 같다. 이에 따르면 모수를 하나 제거하

였다 하더라도 모든 적합지수는 모형이 적합하다고 제시되었으며 실제 초기모형

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보면 간명적합지수가 모두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모형이 생산하는 모형상관행렬은 표본상관행렬과 매우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RMSEA값은 본 연구의 자료와 모형의 자료의 

일치함을 넘어 비중심카이제곱분포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과 실제 모집단과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05 이하이면 매우 근접하다고 

볼 수 있고 .05~.08이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는 .053

로 .05에 매우 근접하게 나왔고 신뢰구간은 .043~.063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초기모형 최종모형 

적합도 지수 해석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기준

χ p > .05 .000 미해석 .000 미해석

GFI ≥ 0.9 .953 적합 .953 적합

AGFI ≥ 0.9 .932 적합 .932 적합

RMSEA ≤.08 .053 적합 .053 적합

증분
적합
지수

NFI ≥ 0.9 .966 적합 .965 적합

IFI ≥ 0.9 .980 적합 .979 적합

TLI ≥ 0.9 .974 적합 .974 적합

CFI ≥ 0.9 .980 적합 .979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 ≥ 0.5, 0.6 .791 적합 .802 적합

PNFI ≥ 0.5, 0.6 .764 적합 .774 적합

PCFI ≥ 0.5, 0.6 .775 적합 .786 적합

<표 Ⅳ-14> 최종 구조(이론)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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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최종 구조(이론)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상관행렬이 본 자료의 상관행렬과 부합

하다는 가설이 검증되어 추정된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경로

계수 분석 결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5>참조).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 E C. R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선택몰입 1.263 0.181 0.279 4.527***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4.829 0.651 0.447 10.796***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율성 0.249 0.336 0.036 6.949***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0.265 0.379 0.038 6.999***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0.277 0.294 0.047 5.930***

주: *p< .05, **p< .01 ***p<.001

<표 Ⅳ-15> 최종 구조(이론)모형의 경로계수

한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제곱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

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최종구조(이론)모형과 구

조(이론)모형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표 Ⅳ-16>을 보면 

최종구조(이론)모형과 구조(이론)모형 내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최종구조(이론)모형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의 설명량이 초기모

형에 비해 약 .001% 증가하였고, 진로결정자율성의 설명량 또한 약 .001% 증가하

였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설명량 또한 약 .0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최종구조(이론)모형이 초기모형보다 본 연구의 자료를 더욱 잘 나

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변인
다중상관자승(R )

초기모형 최종모형

진로선택몰입 .555 .556

가족지지 - -

진로결정자율성 .112 .1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01 .305

<표 Ⅳ-16>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R )



- 120 -

다.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영향관계

최종 구조(이론)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2, 3, 4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

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해된 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검정을 위해 직접효과의 경우 t검정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경

우에는 붓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하지 않고 붓

스트랩방식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래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서는 표준오차가 필요하게 되고 Amos 18.0 통계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붓스트랩 

방법으로 추정한다. 붓스트랩방법이란 모수추청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

으로서 자료를 통해 얻어진 표본상관행렬로부터 무선표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

하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수의 

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시킨다는 가정의 제약으로

부터 벗어나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부스트랩

방식은 모집단에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게 된다는 것이다(김계수, 2010).

이에 반해 Sobel 검증은 매개변수를 사이로 존재하는 비표준화 경로계수들과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도출하고 z검정을 활용한다(Kline, 

2005). 이는 모집단의 분포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한다는 가정이 존재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일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최대우도법으로 추론하였지만 실제 다변량 정

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간접효

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스트랩방법이 더욱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단 부스트랩방법은 여러 가지의 매개변수가 있을 시에 각각의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제공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

나 Cohen과 Cohen(1983)이 제안한 대로 만일 모든 비표준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모든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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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C.R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붓수트랩
추정 p값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붓수트랩
추정 p값

가족지지 → 진로선택몰입 - - - 1.931* 0.372 0.010 1.931* 0.372 0.010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선택몰입 - - - .314 0.061 - - - -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 - - 1.280 0.247 - - - -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 - - .333 0.064 - - - -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선택몰입 1.263*** 0.181 4.527 1.339* 0.191 0.010 2.602* .372 0.010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 - - 1.339* 0.191 0.010 -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4.829*** 0.651 10.796 - - - 4.829*** 0.651 -

주 1) 음영처리된 부분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보여줌 
   2) *p< .05, **p< .01 ***p<.001

<표 Ⅳ-17> 효과분해를 통한 변인 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 122 -

가설 2-1.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종 구조(이론)모형에서는 대학생의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경로계수가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처음 구조(이론)모형 분석에서 이 두변인간의 경로계수인 

β가 .06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2-1을 기각하였다. 즉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37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061,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선택

몰입을 매개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247,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06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2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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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의 표준화회귀계수 γ는 .181로서 유

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

고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몰입

에 미치는 효과는 .19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자

율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표준화회귀계수 γ는 .65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

하고 가설 4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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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특히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불안한 정서가 개인이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갖게 하는데 

부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의도적으로 이를 높이는 심리적 과정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개인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여 발달하는 존재로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심리적인과정

이 영향을 받고 특히 가족관련 변인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족지지와 진로선택

몰입의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시기가 학생신분에서 직업인으로 진입

하는 시기이고 이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지는 개인의 능동적이고 자

발적인 행동을 격려하여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게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족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하게 된 가족지지를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선행변인으

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을 향상시키게 하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는 

동기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혹은 행동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유지하고 목표성취를 위해 노

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개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기적 요인으로 보고 진로선택몰입을 향상 

시킬 것이라 가정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은 개인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

해 진로결정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함으로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인지하게 하여 진로결정과

업을 수행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이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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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개인은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에 임할 때 높은 자율성을 인식하고 자기효능감을 인식하

여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일 것이라 모형을 구성하여 대부

분의 가정이 분석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가족지지는 진

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동기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진로선택몰입이란 진로결정과정을 거치

면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고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확신을 높여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의 영향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정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구조(이론)

모형은 자료와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RMSEA값을 통해 보건데 모집단을 예측하는

데도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진로선택몰입 분산의 55.5%를 설명한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진로선

택몰입의 분산을 통계적으로 절반이상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이론)모형은 진로선택몰입,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통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이 단순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가는 존재로 가정한다. 이러

한 가정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거시적인 논지인 가족 환경(가족지지)이 개인의 

동기적인 요인(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발달(진

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주목하는 자율성과 자

기효능감을 동기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데 이들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간

의 다양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개인의 진로탐색 행동 및 진

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설

명하여 왔지만 그 효과성이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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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김은영, 2007; 류진숙, 2012 ;박고운, 이기학, 2007; 최동선, 2003). 이는 

자기결정이론이 예측하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서 자율성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

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게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행동

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고난 후에 만족 및 심리적인 결과를 예측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율성은 개인이 진로결정과업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행동한다고 인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진로결정과업 수행을 이끌기도 하지만 행동 후에 느끼는 개인

의 만족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갖게 한

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설명은 특정한 진로선택이 자신과 얼마나 부합하는 가

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선택에 대한 확신이 달라진다는 Super(1984)의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가치, 능력을 아는 것은 진로선택몰

입에 매우 중요한데(Wang et al., 2006)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과업수행이 자

신의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통합감을 제공하여 진로선택몰입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6).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의미하고 이러한 기대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Cohen의 기준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큰 

효과(.651)를 보이고 진로결정자율성이 비교적 작은 효과(.18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이러한 결과는 Guay 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

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자율성에 비해 

진로선택몰입을 높게 예언한다고 판단하고,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자기결정이론에 

비해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Guay et al., 

2006; 한주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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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이를 가설화하였고 검증하여 진로결정자율성이 진

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차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결정이론에서는 자율성을 자신이 환경에서 자신이 결정한대로 행동한다고 느끼

는 정도로 개념화 하였고 이는 유능감 욕구충족과 자율성욕구충족으로 인해 형

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자기효능감은 환경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자신

의 능력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개인이 환경으로부

터 자율성욕구를 충족한 후 이후 자신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라

는 제 3변인의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율성을 높게 인식한 개인은 

진로결정과업에서 자율성욕구, 유능감욕구를 충족한 상태로서 이후 자신이 앞으

로의 진로결정과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기대를 가질 것이라 판

단된다. 이는 자율성이 자율성욕구 뿐만 아니라 유능감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유능감 욕구충족은 효능기대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론

적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선 가족지지

라는 제 3변인 외에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적 

선후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통계적으로 

명확한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나마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에게 어떤 행동을 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하

는 동기적인요인으로서 자신이 이 행동을 왜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자신이 이 행

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보다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설명

에 기초한다(Deci & Vansteenkiste, 2004; Ryan & Deci, 2006,).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성공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더라도 강력한 동기화는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높은 진로결정자율성을 통해서 진로결정과업을 자신의 가치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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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진로결정과업을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리는 판단은 긍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

고 이러한 설명은 자신 주변의 상황과 사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

식인 통제성향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

한다(Luzzo, 1995).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검증한 가족지지 → 진로결정자

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의 구조(회귀)모형은 본 연구의 자료 

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타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따

라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지지, 진로

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이 인식한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영

향을 주는 과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나. 대학생의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또한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종구조모

형에서는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

정은 기각되었고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에서는 가족지지가 개인에

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

안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Hardin, Leong & Osipow, 

2001; Leal-Muniz & Constantine, 2005; 최수정, 2007). 

그러나 가족지지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지지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로선택몰입은 촉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진로선

택몰입이 진로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대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확신을 더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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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 다양한 개인 내적인 요소가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결정과정이 올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신의 진로 결정에 확신 및 

애착을 갖기 어렵다. 즉 가족지지는 개인에게 안정감과 진로결정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 진로선택몰입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개인

의 심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arren, 1979; Peterson 

et al., 1996). 실제 최근에 제시된 다양한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 관련변

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율성,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개인의 진로발

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이 밝혀졌는데 이는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리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김지근, 이기학, 2011; 김순미, 이현림, 2008; 이득연, 

홍경자, 2004; 임정섭, 최영임, 김교헌, 2012). 

다. 대학생의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

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결정자율성에 영향을 주어 진로선택

몰입을 간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의 자율

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개인은 높은 자율성을 지니고 긍정적

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자기결정이론 및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Guay et 

al., 2003; Ratelle et al., 2005; 김지근, 이기학, 2011). 이러한 결론은 대학생이 인

식한 가족지지가 개인에게 안정된 정서를 갖게 하고 진로결정과정에 주의를 집

중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

인은 진로결정이라는 목표를 남에 의해 부과되었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진로발달과업의 목적

을 자신의 자아실현 및 가치실현을 위해 한다고 내재화시켜 높은 자율성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지지는 개인의 진로결정과업에 대한 자율성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러한 자율성욕구충족수준이 진로결정자율성으로 나타나 진로선

택몰입을 촉진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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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선택

몰입을 간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가족환경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개인은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4가지 원천을 경험하게 되고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어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회인지진로이

론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Juang & Silbereisen, 1999; 이득연, 홍경자, 

2004). 즉 가족의 지지는 개인이 가족 안에서 성공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각성에도 영

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개인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인지하는 가족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할 것이라 판단된다. 

라.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에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종구조모형에서

는 위와 같은 가정이 모두 채택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개인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에 임할 때 높은 만족감을 얻게 되고 창의적이고 꾸준한 행동을 하

게 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Guay et al, 2003; 

Guay et al, 2006;  Ratelle et al., 2005; 박소영, 2007; 한고운, 2004).  

개인이 인식하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과정은 자기결정이

론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자율성을 갖고 하는 행

동들, 즉 개인이 자신의 내적인 자아가치 실현을 위해 진로결정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이 행동을 왜하는지 느끼게 되고 또한 자신의 삶에 목

적에 진로발달과업이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높은 통합감을 갖게 될 것이라

고 제시하였다(Ryan & Deci, 2006). 또한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은 안정

된 정서를 유도하는데 선행연구들은 진로선택몰입이 개인의 불안한 심리와 관련

이 있음을 제시 하였다(Hardin,  Varghese, Tran & Carlson, 2006;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이러한 점을 통해 추측컨대 위와 같은 작용들은 개인이 진로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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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에 임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진로결정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고 직

업세계를 고려해서 도출한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하게 하고 이에 대한 애착을 높

이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높은 진로결정자율성을 가진 개인은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하며 이러한 과업이 자신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통합감을 느끼

고 진로결정과업 수행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높은 진로선택몰

입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이다. 

마.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에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과정 중에서 눈여겨 볼 점은 진로결

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선택몰입을 높인다는 점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

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선행하는 

변수로서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은 개인은 진로결정과업에 높은 의지를 갖게 되고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게 하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Guay et al, 2006; 한고운, 2004). 이러한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심리

적 욕구충족이라는 자기결정이론의 가정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자기결정이

론에서는 개인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환경이 이

를 충족시켜주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제시한다. 또한 자율성의 경우에는 

자율성욕구충족 뿐만이 아니라 유능감, 관계성 욕구충족이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

하며 이러한 자율성은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일으키는 4가지 자원이 자기효능감을 

갖게 한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 4가지 자원은 유능감 욕구충족을 지원하는 환

경과 관련이 있다. 유능감욕구 충족이란 개인이 환경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기

능하고 있다는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4가지 자원

은 이러한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제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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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지하는 유능감을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념으

로 활용하여 왔다(Guay et al., 2003; Hagger, Chatzisarntis, Harris, 2006; 이예진, 

이기학, 2010). 

이에 따라 자율성 욕구충족은 효능기대를 높여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개인이 높은 자율성 욕구충족을 통해서 높은 진

로결정 자율성을 갖게 되면 이러한 욕구충족은 자신이 진로결정과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게 가지게끔 하는 원인이 되고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한다는 것

이다. 자율성욕구충족은 환경이 자율성을 지지함과 동시에 유능감을 지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욕구충족이기 때문이다. 

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종구조모형에서는 위와 같은 가정이 

채택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Jin, Watkins & Yuen, 2009; Wang et al, 

2006; 김순미, 이현림, 2008).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통한 결과를 기대하게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진로결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은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은 자신에 가치와 현실을 고려한 진로결정을 기대하게 하고 이는 진로

선택몰입을 높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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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었으며, 이를 위해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분석하고 모형 내에서 변인 간 영

향관계를 구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

었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간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

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의 대학생이다. 2011년 우리나라

의  4년제 대학교는 총 183개교에 재학생 수는 남학생 754,816명, 여학생 682,242

명으로 총 1,437,058명이다. 또한 자연·이공계열 전공 재학생수와 인문·사회계

열 전공 재학생 수는 각각 513,042명과 689,202명이다. 이에 따라 표집은 앞서 비

율을 고려한 유층화 군집비율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수도권 3개 대학에서 210명 

비수도권 5개 대학에서 350명을 선정 하여 총 56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총 5가지 영역을 질문하는 조사 문항의 설문지를 활용하였

다. 4가지 변인에 대한 도구로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하

였는데 진로선택몰입은 1요인 19문항, 가족지지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

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요인 24문항, 진로결정자율성은 내적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의 4요인 32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영역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에 응답자 성별, 나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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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및 전공계열, 군 필 여부를 포함한 일반특성은 선택형 응답과 서술형 응답형

식이었다. 최종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수정과정을 거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뒤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2일 까지 우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학

교별 협력자 각 1-2인에게 약 30-70장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560부의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이중 53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94.8%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후 

분석 시 무응답,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응답 등을 제외한 50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어 유효 자료율은 90.2%를 보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로는 대학생의 일반 특성과 진로선택몰입, 가족지

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가 사용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가

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와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자료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모형에서 

가족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의 

관계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이는 수정된 모

형이 실증적 데이터를 더욱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수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진로결정자율

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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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선택몰입,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

료를 대표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자기결정이론과 부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진로선택

몰입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개인의 동기적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동기적 요인으로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

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주고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선택몰

입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발달 과업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수행한다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대학생의 진로

결정 몰입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친다. 이

는 개인이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진로결정

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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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가. 연구대상측면

첫째, 이 연구는 한국 4년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과

정을 구명하고 한국 전체 4년제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층화기준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수행에 

따라 학년별, 성별, 전공계열별, 그리고 전문대학과 대학의 학생들의 심리적 과정

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의 

심리적과정이 공통적일 것이라는 가정하고 전체 대학생에 일반화 할 수 있는 과

정을 구명하고자 진행되었기에 위와 같은 집단의 특성을 논하기 어렵지만 대상

별 보다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별 심리적 과정

을 구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간의 선행연구들이 성별, 전공계열별 

진로결정과정이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여왔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선택몰입을 향상시키는 심리적과정에서 변인간의 효과크기가 대상별로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이성식, 2007;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1; 이현주, 2008). 이에 대한 논의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정의 이해를 풍

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진행되는 진로선택몰입뿐만 

아니라 진로배제성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배제성향이 불

확실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심리에 대처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배제성향은 충분한 탐색 없이 성급한 몰입을 일으킬 수 있기에 진로선

택몰입과 개념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몰입과정에 있어서 탐색이 몰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Harren, 1979). 즉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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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동안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탐색과 함께 탐색을 통해 도출

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진로배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배제성향은 진로선택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후속 연구에서

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탐

색을 통한 몰입수준을 분석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성숙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몰입자체를 논하였지만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진로의사결정전에 스스로 진로결정에 확신을 가지려는 개인차를 구명하는 것은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연구방법측면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적 요인, 동기적 요인 이외에 환경적 요인과 동

기적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진로선택

몰입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에 선행하는 

변인 선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으로 대학생활, 또래지지 등의 요인이 고려되며 

동기적인 요인으로는 성취동기, 불안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Rattle et al., 2005; 

곽민호, 2011; 손영화, 2010; 한효정, 2011). 이러한 요인들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명을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본 연구

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설명하여 더욱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

다. 

둘째,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종단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가족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자기

결정이론의 설명과 부합하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한 귀납적 추론은 사회인지진로 이

론과 자기결정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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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진로결정자율성의 경우 외적동기를 질문하는 항목에

서 타인의 칭찬과 인정은 단순히 외부에서부터 강제되는 동기가 아니라 개인에

게 어느 정도 내재화된 동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

한 가능성이 본 연구의 통계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를 입력

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높은 개인이 외재적 조절보다 외적동기가 낮은 현상이 

다수 보였다. 이는 외국의 경우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 외재적으로부터 주어지

는 것일 수 있으나 집단주의가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 칭찬과 인정을 단순히 외

재적 동기로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

라 진로선택몰입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진로결정자율성이 밝혀진 현 시

점에서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자율성도구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문제해결요인의 요인적재량이 경험적 기준치

에는 부합하나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문제해결요인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다

른 요인에 의해 분산이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이 요인을 측정

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와 전공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전

공과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형태의 질문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현실

에서 진로와 전공을 바꾸는 과정은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는 본 측정도구에서 제시하는 문제해결의 분산이 자신의 효능기대 뿐만이 아

니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

제에 있어서 본 연구는 측정오차를 분리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함으로 오

차를 최소화 하였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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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활용측면

첫째, 이 연구의 본질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과정을 

구명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한국의 입시위주의 중등교육 문화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한 한국의 대학생의 경우 진로결

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환경적 지지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을 것이라 고려된다(정철영 외, 2011).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 즉 동기로 임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발

시킬 수 있는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정책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진로지도 상담에 있어서 개인이 어떠한 동기로 진로결정과정에 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족환경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환경 보다는 개

인이 어떠한 자세로 진로결정에 임하는 지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형성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

이 중·고등학교 시절 적절한 진로지도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의 대학

생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내재화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상담가들은 학생들이 어떠한 자세로 진로결정과정에 

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이 외재적 동기가 강하고 효능기대가 약한 

상황에서 진로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를 개선시키는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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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관계구명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고 몰입하고 있는지,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

하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나 결정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응답해 주신 결과는 대학생의 효율적 진로지
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5~10 분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
니다. 각 질문지에 들어있는 모든 문항에는 맞는 답이나 틀리는 답이 없으니 귀하께서 보
시기에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행동이나 가치 등이 아니라 본인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다
고 생각되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본 설문 
자료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과 관련한 문의나 제언은 아래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로 주시길 바라며, 바쁜 시간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해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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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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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몰입하는 과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에 전념하기 전에 나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취업 및 진학을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하나의

대안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전념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하나의 진로목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전공이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전념할

만큼 나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의 내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한 진로목표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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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직업, 결혼 등과 관련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목표에 전념하기가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주어질

때 이중 최선의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진로계획을 확신하기가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에 완전히 전념할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봤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현재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 직업을 같기 어려워진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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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가족은 내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가족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가족은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가족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가족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가족은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가족은 내가 한 행동이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가족은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가족은 나의 결정을 인정해 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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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의 가족은 나를 존중해 주며 대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가족은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가족은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가족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가족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가족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가족은 내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가족은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가족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가족은 내가 꼭 필요로 하면 돈, 물건

등의 물질적 자원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가족은 나의 일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귀중한

물건이라도 빌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가족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가족은 내가 아파서 누웠을 때,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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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동(1, 2, 3, 4, 5, 6, 

7, 8)들입니다. 또한 제시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한다고 가정 

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 4가지(A, B, C, D)가 행동목록 아래에 문항

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동목록과 해당되는 이유를 잘 읽고 여러분이 각

각의 이유 때문에 해당 행동을 하게 되는 정도를 각 문항마다 ✔표시로 표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구한다.

(예: 전문가와의 상담. 지인들과의 대화, 직업인과의

접촉, 인터넷 검색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예: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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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진로관련 프로그램 중에, 또는 나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목표와 관련 있는 직업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자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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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따라야할 절차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진로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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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할 때,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

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5년간의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배워야할 교과목들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향후 10년간의 노동시장의 고용 흐름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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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준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결정인지 잘 못한 결정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희생은 어려울지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업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취업면접과 관련한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처음 선택한 전공 또는 직업에 진입할 수

없다면 다른 전공 또는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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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계열은? ① 자연·이공계열 ② 인문·사회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6
귀하의 군복무 경험은?

(남성만 응답)
① 군필자(현역, 보충역 제대) ② 미필자 ③ 비대상(면제)

5.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

됩니다. 질문을 잘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체크를 하시거나 정확한 

숫자 및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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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사도구 원문 문항 수정

구분 Blustein etc al. (1989) 최수정. (2007) 최종 번안

1
·The chances are excellent that I will 
actually end up doing the kind of work 
that I most want to do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 것 같다.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2

·I may need to learn more about myself(ie., 
my interests, abilities, values, etc.) before 
making a commitment to a specific 
occupation.

·어떤 하나의 직업에 집중하기 전에, 나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에 전념하기 전에 
나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3
·It is hard for me to decide on a career 
goal because it seems that there are too 
many possibilities. 

·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진로목표를 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 

4
·I have a good deal of information about 
the occupational fields that are most 
interesting to me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I have thought about how to get around 
the obstacles that may exist in the 
occupational field that I am considering 

·내가 원하는 직업에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6
·While I am aware of my educational and 
career options, I do not feel comfortable 
committing myself to a specific occupation.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나는 취업 및 진학을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하나의 대안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안하다. 

<표 계속>

<표 1> 진로선택몰입 도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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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lustein etc al. () 최수정. (2007) 최종 번안

7

·I feel uneasy about committing myself to a 
specific occupation because I am not 
aware of alternative options in related 
fields

·나는 특정한 직업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젼념 하는 것이 어렵다. 

8
·I find myself changing academic majors 
often because I cannot focus on one 
specific career goal

·특정한 직업에 열중하기가 힘들어서 
원하는 전공이 자꾸만 바뀐다. 

·나는 하나의 진로목표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전공이 자주 바뀐다.

9
·I do not know enough about myself(ie, my 
interests, abilities, and values) to make a 
commitment to a specific occupation.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열중할 만큼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전념할 
만큼 나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의 내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10
·It is hard to commit myself to a specific 
career goal because I am unsure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me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을 선택해서 열중하는 것이 
힘들다. 

·나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한 진로목표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11
·I find it difficult to commit myself to 
important life decisions.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직업, 결혼 등과 관련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12

·I feel uneasy in committing myself to a 
career goal because I do not have as 
much information about the fields that I am 
considering as I probably should.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목표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목표에 전념하기가 불안하다. 

13
·I have difficulty making decisions when 
faced with a variety of options

·나는 선택이나 결정을 잘 못하는 편이다. 
·나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주어질 때 이중 최선의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표 계속>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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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lustein etc al. () 최수정. (2007) 최종 번안

14
·I feel confident in my ability to achieve my 
career goals.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15
·I feel uneasy in committing myself to a 
specific career plan.

·나의 진로계획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는 나의 진로계획을 확신하기가 
불안하다. 

16

·I think that I know enough about the 
occupations that I am considering to be 
able to commit myself firmly to a specific 
career goal.

·어떤 직업에 완전히 집중할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에 완전히 전념할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봤다.  

17
·I worry about my ability to make effective 
educational and career decisions.

·교육이나 진로에 대한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나는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18
·I am not very certain about the kind of 
work I would like to do.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다.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다.

19

·I would change my career plans if the field 
I am considering became more competitive 
and less accessible due to a decline in 
available openings

·현재 바라고 있는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진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볼 
것 같다. 

·나는 현재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 직업을 각지 
어려워지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 것이다.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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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uay(2005) 한주옥(2004) 번안

1 ·Seeking information on careers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직무에 대한 설명, 취업 기회의 유무, 그 
분야의 전문가와의 면담):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구한다.

(ex. 전문가와의 상담. 지인들과의 대화, 
직업인과의 접촉, 인터넷 검색 등)

2 ·Seeking information on school programs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 요람을 읽는다.):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ex: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3
·Identifying options for a school program 

or a career
·학교 프로그램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내게 
주어진 대안들을 알아본다.

·진로관련 프로그램 중에, 또는 나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아본다. 

4 ·Working hard to attain a career goal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5
·Identifying career options in line with a 
career goal

·진로 목표와 부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알아본다.

·진로목표와 관련 있는 직업들을 알아본다. 

6
·Identifying steps to follow to complete a 
school program

·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들을 알아본다.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따라야할 절차들을 알아본다. 

7
·Identifying what one values the most in a 
career option,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는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8
·Identifying a career option that is 
congruent with one’s interest and 
personality

·자신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진로를 
알아본다.

·나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표 2> 진로결정자율성 도구 중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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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uay(2005) 한주옥(2004) 번안

A ·For the pleasure of doing it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B
·Because I believe that this activity is 
important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Because I would feel guilty and anxious if 
I did not perform this activity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낄 것 같아서 이다.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자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D

·Because somebody else wants me to do 
it or because I would get something from 
somebody if I did it-rewards, Prais, 
approval from it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진로결정자율성 도구 중 외재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동기 질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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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etz, Klein, & Taylor. (1996) 이은경. (2000) 번안

1
·Find information in the library about 
occupations you are interst in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2
·Select one major from a list of potential 
majors you are considering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다.

3
·make a plan of your goals for the next five 
years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앞으로 5년간의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4
·Determine the steps to take if you are 
having academic trouble with an aspect of 
your chosen major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5 ·Accurately assess your abilities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6
·Select one occupation from a list of 
potential occupations you are considering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7
·Determine the steps you need to take to 
successfully complete your chosen major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배워야할 교과목들을 알 수 있다.

8
·Persistently work at your major or career 
goal even when you get frustrated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9 ·Determine what your ideal job would be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0
·Find out the employment trends for an 
occupation over the next 10 years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나는 향후 10년간의 노동시장의 고용 
흐름을 알 수 있다.

<표 계속>

<표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도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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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etz, Klein, & Taylor. (1996) 이은경. (2000) 번안

11
·Choose a career that will fit your preferred 
lifestyle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2 ·Prepare a good resume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나는 나의 이력서를 준비할 수 있다.

13
·Change major if you do not like your first 
choice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14
·Decide what you value most in an 
occupation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5
·Find out about the average yearly earnings 
of people in an occupation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16
·make a career decision and then not worry 
whether it was right or wrong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17
·Change occupations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the one you enter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나는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18
·Figure out what you are and are not ready 
to sacrifice to achieve your career goals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 
지를 구분해 낼 수 있다.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희생은 감수 할 수 있고, 어떤 희생은 
어려울지 구분할 수 있다. 

19
·Talk with a person already employed in a 
field you are interested in 

·내가 관심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
·Choose a major or career that will fit your 
interests

·관심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표 4> 계속
x





- 179 -

Abstract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

Autonom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rom

Undergraduate Students

By Tae-Whan Kim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3

Major Advisor: Ch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su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hich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SDT) and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SSCT).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the 1,437,058 students attending four-year colleges 

according to the 2012 record(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the research carried out the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the ratio of the location of the school and major of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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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re attending university. Through this process, 560 students from 8 

different universities were sampled.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the existing scales were used and modified to 

measur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October 15th to September 2th 2011. 

A total of 531 our of 56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505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 overall level of four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error were conducted. Also, to 

estimate parameters of proposed research model,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PASW Statistics 18.0 and AMOS 18.0.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c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hich was mod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ypothetical model analysis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Second, Family support had 

no direct effects but indirect effects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which 

are mediated by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ir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had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which are medi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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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ur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direct effects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uses were 

suggested: First, further research aimed at various subcategories of college 

students is needed to demonstrate psychologic processes for improvi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econd, the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tendency to foreclose to analyze commitment proc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ird, it is needed further research which includes environmental 

factor and motivational factor above the factors with in this research.  Fourth,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longitudinal study is recommended. Fifth, for 

measuring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Korean college students, measuring instruments should be 

developed. Sixth, to improv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guidance 

program and policy should be developed. Seventh, career counselors should 

check how college students are motivated when they engage in career decision 

process.  

..................................

Keyword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llege stud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2011-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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