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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김 국 현

이연구의목적은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와개인및대학변인의위계적관계를구명하는데있었

다. 이에따른구체적인연구목표를네가지로설정하였다. 첫째, 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수준과그

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관한 개인 및 대학

차원의변량을 구명한다. 셋째, 전문대 학생의개인변인(성별, 학년, 취업 관련경험, 성취동기,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미치는효과를구명하고, 대학변인(대학위치, 학과계열, 대

학․학과만족도, 대학의진로지원, 교수지지)이진로포부에미치는효과를구명한다. 넷째, 진로포부에

대한개인변인과대학변인의상호작용효과를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문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문대 학

생은 138개 대학에 468,590명이 재학하고 있다. 표집은 연구방법으로 활용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의 추정과 표준오차의 정확성을 위해 소재지별 대학 비율을 고려하여 37개(수도

권 12개 대학, 비수도권 25개 대학)을 추출하였다. 또한 모집단의 학과 계열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 30명(인문·사회·교육계열 9명, 자연과학·의약계열 7명, 공학계열 10명, 예체능 4

명)을 추출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포부, 개인 변인, 대학 변인의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가 활용되었다.

진로포부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Kim, O’Brien & Kim(2015)이 제시한 진로포

부 측정도구(K-CASR)를 전문대 학생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진로

포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34로 양호하였으며, 진로포부의 하위요인별로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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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성취포부가 0.843, 리더십포부가 0.841, 교육포부가 0.933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진로포부 측정도구가 적합도 판단 지수를 충족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부모의 양

육태도, 대학·학과만족도, 교수지지, 대학의 진로지원 등의 측정도구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전문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37개 전문대학교에 대학

별 30부씩 총 1,11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총 803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72.3%). 이 중

에서 불성실응답, 중복응답, 미응답 자료 69부를 제외하여 총 734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였다. 자료 분석은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를 SPSS for Windows 21.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선형모형(HLM)의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무선효과

회귀계수분석, 절편-기울기 결과모형 분석,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HLM 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대부분 0.05로 설정하였

으며, 경우에 따라 유의도 0.01 수준에서도 판단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연구의결과는첫째, 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수준은평균 3.59로보통이상이었다. 또한, 하위요

인 중에서는성취포부가평균 3.91인 것으로 나타나리더십포부(평균 3.40)와 교육포부(평균 3.45)보다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는소속대학간차이로설명되는변량이 6.9%, 학

생간 차이로설명되는변량이 93.1%이었다. 또한, 전문대학생의개인변인을통제한후대학간차

이로설명되는변량은 17.1%, 학생간차이로설명되는변량은 82.8%인것으로나타나전문대학생의

포부수준은소속대학간차이보다는학생간차이로인한영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전문

대학생에대한개인변인들의설명량은 55.1%이었다. 개인 변인 중 성취동기(β=0.46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0.356)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험,

진로장벽,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 넷째, 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에대한대학변인들의설명량은 29.5%로나타났으며, 개인

변인을 통제한 후 대학 변인의 순수 설명량은 11.4%로 나타났다. 대학 변인 중 대학·학과만족도(β

=0.123)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

지지 등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섯째, 진

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개인 변인 중 성취동기가 자연과학·

의학 및 공학 계열과 교수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의 진로

지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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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의 평균은 보통이상이며, 하위 구성요인별로는

진로성취포부가리더십포부및교육포부보다높다. 둘째, 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는소속대학간차이

에의해설명되는비율보다는학생간차이에의해설명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셋째, 개인변인

중성취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에정적인영향을미친다. 반면, 전문대학

생의성별, 학년, 취업관련경험, 성취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은전문대학생의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대학 변인에서는 대학·학과만족도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의진로지원, 교수지지등은진로포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

았다. 다섯째, 전문대학생의개인변인중성취동기는자연과학·의학계열, 공학계열, 교수지지와의상호

작용을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대학의진로지원을통해진로포부에영향을미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대학 내에서도 특

성화 분야와 비특성화 분야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포부와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의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의 대학 간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에 대

한 탐색 및 위계적 수준을 다양화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대 학생의 진

로포부가 장기적으로 어떤 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

요한지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진로포부, 전문대 학생, 위계적 선형모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의 진로지원

학 번: 2013-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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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대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47조, 제48조). 전문대학은 주로 고등학교

를 졸업 수준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교육 중

심의 교육기관이다(조승제, 2007; 주경란, 2003). 이러한 교육 목적에 따라 전문대학은 신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중점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현장에서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초

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전문대학은 계층화된 고등교육기관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Alba & Lavin, 1981).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평생교육에 대한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과거 단기적인 산

업인력배출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영역을 확대하여 산업체 위탁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

정, 각종 특별과정 등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포부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경수, 2003; 윤여송 외, 2005).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산업현장에서는 2~3년간의 짧은 교

육기간의 밀도 있고 실용적인 직업교육 과정을 거치며 배출된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또한 최근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에 동시에 합격하고도 전문대학을 선택하거나, 4년제 대졸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졸업 후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 2016), 이는, 그동안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인력 배출을 본질적인 기능

으로 강조해왔던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영역에 대한 성취나 교육에

대한 포부를 충족시키는 단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진로포부는 개인이 선택한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취, 리더십,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정의된

다(Gray, 2007; Gregor, 2012; Kim, 2015; O’Brien, 1996). 이에 따라 진로포부는 기존 장래

희망으로 대변되는 직업선택에서 나아가, 개인이 미래를 바라보는 진로에 대한 관점을 포함

하고 있다(최화영, 2015; Walker & Tracey, 2012).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진로포부에 관한 선행연구(김경주, 2011; 이아라, 2006; 정지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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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2007; Wall, Covell, & MacIntyre. 1999)들은 학생들의 진로포부 발달에서 나타나는 개

인적 배경 및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적 요인의 단순 상관관계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관련 하여 사회인지 진로이

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을 구명하여 왔다. 즉, 진로포부를 실제 진로성취 수준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결과변인으로 진로성취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변인으로

진로포부를 설정하여 관계를 구명하거나(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4; Ashby & Schoon,

2010), Gottfredson(1981)의 한계(circumscription)와 절충(compromise)이론에 따라 진로포부

를 가정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모의 양육방식과 가정 유형, 사회․경제적

배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이광자, 김순옥, 2005; 이현주, 2014; 정지혜,

2006; 정행옥, 2005; Watson, Quatman, & Edler, 2002).

그러나 Gottfredson(1981)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외부환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개인의

진로포부는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적성, 흥미와 같은 개인적 측면의 변인 뿐 아니라, 노

동시장, 문화, 소속집단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다(김대연, 강경찬, 1996;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O'brien, 1999). 진로포부가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속한 학교

및 환경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이론적인 고찰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학

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돕기 위한 노력들은 대학의 진로상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전문대 학생들은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진로포부가 고등교육

단계에서 더 이상 구체화 되지 않거나, 확대되지 않은 채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유정이, 김지

현, 황매향, 2004).

이와 관련하여 진로포부와 관련한 선행연구(김경주, 송병국, 2011; Rojewski, 2005)에서는

진로포부 수준이 순수한 개인의 선택영역이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으로 형성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에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

의 심리적 특성, 가족관련 변인, 학교에서의 경험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에 있어 개인이나 가정변

인에 초점을 두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하여 진로포부 수준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다

루고 진로포부 수준에의 효과 및 상대적인 중요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설명해 왔다. 그러

나 대학환경 등과 같은 대학특성변인이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포부 수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그로써 존재하는 포부수준의 격차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분석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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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분산이 주는 오차를 고려하지 못하여 해석상에 한계가 있다. 개인 수준 변인은 소속

집단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값을 가지지만, 대학 수준 변인은 동일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끼리는 상호 종속적이지만,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는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

변인이기 때문에 변인끼리의 위계적 수준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기용,

나승일, 2010; 석영미, 2016; 전승환, 2013; 정동열, 2014).

이에 따라 측정변인이 가진 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HLM)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을 구명하고, 진로포부에 영향

을 미치는 학생 개인 및 대학수준의 변인을 실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변인 및 대학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구

명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그와 관련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특성을 구명한다.

둘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관한 개인 및 대학 차원의 변량을 구명한다.

셋째, 전문대 학생의 개인 변인과 대학변인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과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의 문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과 그와 관련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특성은

어떠한가?

1-1.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은 어떠한가?

1-2. 개인변인(인구통계학적변인,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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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변인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는 개인 및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서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은 어떠한가?

2-2. 개인 변인 통제 후 진로포부에서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전문대 학생의 개인 및 대학 변인은 진로포부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개인변인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대학변인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3-3.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에 대한 개인 및 대학변인의 설명량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4-1.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변인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2. 전문대 학생의 개인변인과 대학 변인 간 상호작용이 진로포부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전문대 학생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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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2-3년제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한다(고등교육법

제47조, 제48조). 전문대 학생은 정규과정 등록 학생, 시간제 과정 등록 학생, 위탁과정 등

록 학생, 평생교육원과정에 등록한 학생 등으로 다양하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 및 제50조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문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진로포부

진로포부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취에 대한 포부, 리더십에 대한 포부,

교육에 대한 포부를 의미한다(Gray, 2007; Gregor, 2012; Kim, 2015; O’Brien, 1996). 이 연

구에서 진로포부는 Kim, O’Brien & Kim(2015)의 도구를 전문대학 상황에 맞게 보완한 도

구에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다. 개인 변인

개인변인은 전문대 학생의 개인이 지닌 내재적 변인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등)과 성취동기,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하며, 각각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로 측정한다.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어떤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성취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내재적 성향을 의미한다(김휘, 2015; 임선아, 강성은, 2013;

정인, 2000; Murray, 1938). 이 연구에서 성취동기는 임선아와 강성은(2013)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성취동기측정도구(KAMS)를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어진 진로의사결정의 행동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김경주, 2011; Bandura, 1977). 이 연구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1983)의 측정도구를 김경주(2011)가 번안한 측정도구에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양육태도: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발현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Becker, 1964; Roe, 1957). 이 연구에서 양육태도는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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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측정도구를 윤인진(2007)이 수정한 양육태도 측정도구 문항에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진로장벽: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목표나 진로준비행동의 설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개

인적·환경적 요인이나 상황을 의미한다(손은령, 김계현, 2002; 유수복, 2013; Lent, Brown, &

Hackett, 2000). 이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김수현(2007)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장애검사

(KCBI) 측정도구에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라. 대학 변인

대학변인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 대학의 변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대학 변인을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교수지지, 대학

진로 지원을 의미하며, 각각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로 측정한다.

대학·학과만족도: 개인이 설정한 진로와 관련된 목표나 계획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을 의미한다(권혁진, 2010; 장대운 외, 1986; 하혜숙, 2000). 이

연구에서 대학·학과만족도는 하혜숙(2000)의 측정도구를 전문대학 상황에 맞게 보완한 도

구에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교수지지: 지도교수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서 교수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들의 지각을 의미한다(박영

대, 2013; 이채식, 2005; Trickett & Moos, 1973). 이 연구에서 교수지지는 이채식(2007)의

교수지지 도구를 전문대학 상황에 맞게 보완한 도구에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대학 진로지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진학을 위한 진로선택과 직업의 선정

을 지원하는 대학의 모든 지원활동을 의미한다(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곽민호,

2012; 김호원, 이종구, 이재춘, 2011;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이 연구에서 대학 취업

지원은 곽민호(2012)의 국내 대학생 진로지원 측정도구를 전문대학 상황에 맞게 보완한

도구에 전문대 학생이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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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전문대 학생의 특성과 진로발달

가. 전문대 학생의 특성

전문대 학생은 법률적으로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2~3년제 고등교육기

관에 다니는 재학생을 의미(고등교육법 제47조)한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

는 대표적인 정규 교육기관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 특

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이고, 전문대학은 고등학

교 졸업 후 진학하는 고등직업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또한 같은 고등

교육기관 내에서도 전문대학은 산업현장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문

연구에 목적을 둔 4년제 대학과 차이가 있다(조승제, 2007).

한편, 전문대 학생은 시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기관(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을 이수한 후 진학하므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과도기적인 상태에 위치한다(윤석주,

2014).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연령대는 주로 19-24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시기는 학자들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칭

하는 연령대가 다르지만, Amett(2007)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

하며, 청소년(adolescence)기와 성인기(adulthood)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닌다.

전문대 학생은 교육목적적 측면, 시기적 측면에서 다른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대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개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1) 개별적 특성

전문대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전문대 학생의 정신발달 단계를 분석한 연

구(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96, 오찬호, 2010), 학습능력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나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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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영, 박동열, 이해선, 2002, 송영주, 2010) 등이 있다.

전문대 학생의 정신발달 단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문대 학생의 시기는 연력적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중간단계에 위치한 ‘후기청소년’기로 지칭하고 있다(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이란 해당 연령대에 속한 학생들이 과거에는 마땅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역할

을 수행하였으나, 현대사회의 성장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연한이 길어지고 부모에 의

존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비롯된 시기

를 지칭한다(한준상, 1999).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위치한 전문대 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

기의 과도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Amett, 2007).

학습능력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생은 일반적으로 일반 4년제 대학

생에 비해 학습능력이 미진하여 선행학습의 결손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학습을 하는 방

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나승일 외, 2002). 이는 전문대학에 진학

하는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유영미, 2011; 손경옥, 2014).

2) 심리적 특성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인식적 측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층적으로 분화되었으며, 전문

대학은 이러한 체계에서 가장 하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Alba & Lavin, 1981), 이러한 부

정적인 인식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질 낮은 교

육기관이라는 사화적인 낙인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이류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이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

습역량 저하와 자신감 결여로 인한 대인관계 및 진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이무근

외, 1997).

전문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및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직

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종합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된다(유지헌, 송소원,

안연주, 2007). 일반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 시기에 자기이해를 충분히 거친 뒤

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이는 진로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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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더욱 배가시키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김보경, 2012).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전문대

학생들은 직업 자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 특정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영대, 윤형한, 2007).

또한 전문대 학생들의 높은 학습결손도는 낮은 학습능력으로 이어지며, 낮은 학업성취수

준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부족, 학습부적응, 무기력한 학교 생활 등을 야기한다(황정훈,

2012). 이강우(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전문대 학생들은 주로 부정적

인 자아형성, 낮은 성취동기, 학습동기 결여, 충동적 행위 유발 등의 부정적 특징들이 나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광용, 정명화, 신경숙(200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신감 결

여, 인내심 부족, 목표지향 성향의 결여, 부적절한 정서관리로 인한 불안감 형성, 위축적인

태도, 공격적 성향, 부정적 인생관 등은 비합리적 인성으로 연결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3) 환경적 특성

전문대 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이동욱, 김강호, 김진욱(2012)의 연구에서

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대 학생들이 속한

가정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속

한 학생비율이 4년제 대학의 경우 5%대에 불과하였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11.9%로 2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 속한 학생비율은 4

년제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한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의 소득 분포’ 조사에서 전

문대 학생들은 가구소득이 대부분 하위 1~3분위에 위치하고 있어 가정의 소득수준이 상당

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욱 외, 2012). 낮은 가정의 소득수준은 대부분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에서 기인하며, 이는 부모들의 전문대 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이어진다

(유영미, 2011).

한편,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관계 형성은 학생들의 자기인식과 수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Panori & Wong, 1995), 사회와의 관계형성은 전문대 학생들

의 자아존중감의 근원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재로 작용한다(Cosden &

McNamara, 1997; Schlossberg, Lynch, & Chickering,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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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대 학생의 진로발달이론

1) 진로발달이론

진로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를 학자별로 살펴보면, 진로에 관한 최초 논리적 관점은

Parsons(1909)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진로선택은 단기간에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Parsons(1909)은 자신의 적성, 개인적인 흥미, 관련 능력, 보유

자원, 한계 등 자신의 자질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개별 직업들이 요구하는 여러 요구

조건을 분석하여 자신의 자질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바람직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수반할 경우 올바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보는 Parsons(1909)의 개념은 직업선택 이후의 과정을 강조하는 Ginzberg(1952)

와 Super(1963)의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수정이 이루어졌다(최진영, 이광호, 2012).

진로발달이론을 주장하는 Ginzberg(1952)의 주장에 따르면, 진로선택 행동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로 발달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진로선택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Ginzberg(1952)는 개인이 일생을

통해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직업에 대한 능력 역

시 장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는 인간의 진로발달을 생애주기 개념과 접목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선택 자체는 비가역적인 과정이며, 이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 주어

진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환경적인 요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 및 부여되는 기회에 상

응하여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진로의 발달은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Ginzberg(1952)의 이러한 견해는 앞서 제시한 Parsons(1909)의 진로선택 이론을 발달단

계의 관점으로 접목한 최초의 시도이며, 진로 역시 개인의 성격이나 지적능력 또는 윤리

의식처럼 정의적인 측면에서 인간발달의 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Ginzberg(1952)는 초기 이론에서 진로발달 단계를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까지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발달 단계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로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 중 전문대 학생이 속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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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현실기에 해당하며, 현실기는 18세부터 22세에 이르는 성인초기의 시기로, 이 시기

는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진로 선택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각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과 교육수준, 기회와 같은 현실적인 요

인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열망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선택을 하고자 희망하

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요구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Super(1963)는 Ginzberg(1952)가 진로발달단계를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에 이르는 과정

으로 제한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Super(1963)는 진로발달을 인

간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직업선택을 타협으로 인식한

Ginzberg(1952)의 이론을 발전시켜 진로발달을 선택과 타협이 상호작용하는 적응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Super(1963)는 인간의 진로발달의 각 단계가 성장기, 탐색기, 확립

기, 유지기, 쇠퇴기로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전문대 학생이 속한

시기는 탐색기로,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에서의 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활

동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탐색을 수행하게 된다. 이

를 통해 각 개인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 영역에 대해 판단하고 진로 목표를 형성하기 시작

한다. 전문대 학생이 속한 탐색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각 하위단계로 이루어진다.

Ginzberg(1952)는 진로발달 단계를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이르는 변화의 각 과정으

로 설명하고 있으나 Super(1963)는 전 생애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까지에 해당하는 탐색기가 진로발달 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Super(1963)는 특히 탐색기와 확립기의 단계에서의 진로발달을 중요하게 인식하였

다. 그 이유는 탐색기와 확립기가 각 개인이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진로영역에 대한 구체

적인 선택을 하는 단계임과 동시에, 진로 영역 안에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자아개념을

완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Super(1963)의 주장은 현대에 와서는 지나치게 인간의 지적

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자아개념 지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인간의 진로발달과정을

생애발달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아에 대한 개념을 진로 자아개념으로 전환하고, 진로에

대한 유형, 진로성숙, 진로발달의 각 단계에 집중하여 진로발달의 각 과정을 체계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진로발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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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인지 진로이론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개인에게 있어 흥미가

형성되고 이와 결부하여 진로선택과정과 직업추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

에 대한 성취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다(이은경, 2001). Bandura(1977)는 사회학습이

론을 직업심리학에 적용하여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흥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지 여부와, 진로선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업무

에 대한 성과수준을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지, 직업만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은 인간의 인지적 요인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목표로 구성되는 세 가지 사

회인지 기제를 주장하였다. 또한 Bandura(1977)를 비롯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제안을 통해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이론에서 제안한 개념들 외에도 흥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진로에 대한 만족,

전반적 만족 등의 변인들과의 관계에도 흥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지현, 2010).

한편,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에서는 사회인지적 개념인 자기효능감

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개인에 대한 평가와 신뢰라는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봉환 외, 2010). 또한 전통적인 진로이론들

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 배경 요인을 배제한 채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발달 및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환경적 배경 뿐 아니라 인종 및 민족적 특성 또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적

배경을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각기 상이함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학습에 대한 경험이 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매개하는

특별한 인지적 중재요인과 더불어 개인 및 ·환경적 요인들이 진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

로 또한 고려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은 진로와 관련된 흥미에 대한 발달, 진로목표 수행과정, 진로

선택의 세 가지 모형을 통해 진로에 대한 흥미 발달과정과 진로목표 수행 및 선택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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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Lent, Brown, & Hackett(2000)에 따르면, 인간의 진로선택은 자

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등의 인간의 인지적 심리적 변인을 환경적·맥락적 요인인 사회

적 지지와 장벽 같은 변인들이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상호작용으로 통해 이루

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Ⅱ-2]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93.

인간은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supports and barriers)와 같은 직업과 유관한 외부사건을

경험하면서 직업적 발전 뿐 아니라 교육적 발전을 함께 이룬다(Brown & Lent, 1996). 이 중

환경적 측면의 장벽은 진로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적 측면의 지원은 진로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Lent et al., 2000).

Lent와 Brown(2000)는 진로선택에 대한 환경적 지지와 장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

적 요인들이 인간의 내적 심리 활동에 영향을 초래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인간이 환경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

어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대규모의 환경 속에 속해 있기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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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여러개의 환경이 필터와 같은 내부에 쌓인 여러 개의 층(inner layer)으로 형성되

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부에 있는 여러개의 층은 환경적인 자극에 대한 완충작

용을 수행하며, 이는 실제 진로에 대한 상담에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변인이 중요한 이슈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곽민호, 2012, 재인용). 사회인지이론에서 설명하는 행동들은

선택행동(choice behavior)을 의미하며, 이러한 선택행동들은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명명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선택행동은 본디 진로결정을 의미한다.

띠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인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인

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환경 요인들을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

로선택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장한다(Lent, Brown, & Hackett, 2000). 해당 관점은 다

른 진로발달 이론에서 간과한 인간의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인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연

구에서는 측정 시에 이러한 관점에 따라 실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3) 직업포부 발달이론

Gottfredson(2005)은 직업포부를 진로한계설정(circumscription)과 진로의사결정 타협

(compromise)의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직업을 제거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개인은 수용

가능한 대안영역으로부터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Gottfredson(2005)은 개인이 성장할 때 일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지, 일에 대한 잠재적인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등을 기초로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발달하게 된다고 가정하는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성 유형화, 위

계수준, 일의 유형 등에 의하여 조직된 직업인지도와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이미지와

직업인지도는 인지발달에 진행할수록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보았다. Gottfredson(2005)은

이러한 기본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직업적 포부의 네 가지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각 발달

단계마다 새로운 요소들(크기와 힘, 성 역할, 사회적 가치, 내적 흥미나 가치관)이 순차적으로 직

업적 자아개념에 통합되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

가는데, 이 과정을진로한계설정(circumscription)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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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로의사결정 타협(compromise)은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흥미 영

역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말한다. 즉 직업포부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자신

의 자아개념을 비교하여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적합성(compatibility)과 개인이 지

각하는 특정한 직업에의 입문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등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간

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이경미, 2015; Gottfredson, 2005).

2. 진로포부의 개념과 측정도구

가. 진로포부의 개념

진로포부에 대한 개념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의미로 형성되어 왔다. 진로포부에 대한

개념은 특정 직업의 선택을 희망하는 개인의 열망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진로포부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어 오던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직업포부의 개념은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수록 포부가 높다고

판단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직업포부에 대한 개념은 Gottfredson(1996)이 제안한 제한-타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진로포부는 개인이 특정 시점에 인식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특정 직업을 의미한다. 한편 진로 관련 동기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Farmer(1985)의 입장에 따르면, 진로포부는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특정 직업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후 그가 수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포부

를 개인이 평소 이상적이라고 인식하는 직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나 명성의 정도를 의

미한다고 주장하였다(Farmer & Chung, 1995).

또한,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형성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에 걸맞는

직업에 특히 매력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자아에 대한 성찰과 사회계층적 관점에서 직업포

부가 더욱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김은희, 김봉환, 2009). 이러한 Gottfredson(1996)의 진로

포부에 대한 연구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선택과 적합성을 의미

하는 개인 및 환경적 열망과 직업선택과의 일치의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포부 이론

을 발전시켰다. Gottfredson(1996)은 이러한 개념을 ‘수용할 수 잇는 진로에 대한 대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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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명명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형성과 자신이 처

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지를 통해 자신과 공존이 불가능한 다른 진로 대안들을 제외시켜

나가면서 진로포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정 직업에 대한 흥미나 직업가치와

같은 심리적 요인은 성별,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Thomas(1986)는 여성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로포부는 자신이 선택

한 진로 영역에 대한 선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회, 역량의 부족 및 한정된 자원에 의

해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형태와 외적인 요

인들이 고려된 현실적인 직업에 대한 형태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여성 청소년들

의 진로포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Fassinger(1990)의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평소 얻

기를 희망하는 이상적이거나 현실적 직업에 대한 진로포부에 대한 측정은 대학을 졸업했음

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여성이 수행하는 직업을 얻기 원하는 사람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진로포부와 직업포부가 유사한 관점으로 인식하던 경향과는 다르게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진로포부가 직업포부를 포함하는 관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Cranston과 Leonard(1990)의 연구에 따르면, 종전 Thomas(1986)에 의해 제시되어 일반

적으로 인식하던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 열망으로 구성된 개념에 교육에 대

한 열망을 추가하여 진로포부에 대한 개념적 영역을 확대시켰다. Cranston과 Leonard(1990)

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진로포부는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선택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여성

에 대한 정보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진로포부가 단순히 직

업 선택의 측면에만 있지 않고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큰 것에 기인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양현정, 2014).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진로포부에 대한

개념을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며, 리더십을 비롯한 포부에 대한 다른 측

면을 고려한 정보가 간과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즉, 그들의 자신의 진로 영역에

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

업을 선택하는 사람과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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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진로포부를 단순히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정의하게 되면, 실제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의 포부를 개념화하기 어려우며,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지위가 곧

포부 수준을 의미하므로 전통적이고 사회적 명성이 낮은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부 수

준이 낮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한계가 있다(Gray & O’Brien, 2007). 예컨대 ‘의사

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미래에 병원장과 같은 지위까지 진급하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각종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터득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이 희망하는 의사로서

의 역할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로포부 수준이 모두 같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Gottfredson(1981)의 관점을 통해 진로포부를 측정하게 되면, 이들은 ‘의사’

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일한 진로포부를 지닌 사람으로 간주된다(O’Brien, 1996).

이에 따라 O’Brien(1996)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로포부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녀는 진로포부가 자신의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직위 혹은 최고 권위

자에 오르기를 희망하거나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진로포부는 개인의 직장 내에서 성취를 이루고자하는 포부와 리더가 되고자

하는 포부,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포부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진로포부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향후 희망하는 진로 영역에서 되고자

희망하는 목표 혹은 성취수준’을 의미한다. 즉 진로포부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영역에서의 진

로 성취에 대한 열망,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Gray, 2001; O'Brien, 1996; Gregor & O’Brien, 2015; Kim,

O’Brien, & Kim, 2015).

이러한 O'Brien(1996)을 비롯한 여라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진로포부는 자신의 진로

영역을 설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고, 동일 진로 영역 내에서도 각기 다른

포부 수준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

서는 1990년대 말부터 O'Brien(1996)을 필두로 여러 학자들로부터 제기된 진로포부에 대

한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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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개념적 범위 주요 정의

1980
년대
이전

진로포부=
직업포부

Ÿ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직업(Gottfredson, 1981)

Ÿ 진로포부는 직업선택과 관련이 있으며, 기회, 능력, 자원 등의 부족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 이상적 포부와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현실적 
포부의 이분법적 개념(Thomas, 1986)

1990
년대 초

진로포부 = 
직업포부+
교육포부

Ÿ 한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과 교육의 정도를 의미(Farmer, 1985)
Ÿ Thomas(1986)의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의 이분법적 개념에 

교육포부를 추가(Cranston & Leonard, 1990)
Ÿ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명성의 

정도(Farmer & Chung, 1995)

1990
년대 말

진로포부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

Ÿ 개인이 선택한 진로 영역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 지를 
의미(O’Brien, 1996)

Ÿ 직업지위에 대한 가치판단 뿐 아니라 그들의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취, 
리더십,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정도(O’Brien, 1996)

Ÿ 진로포부의 과정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신념의 통합체(Schustack, 
2001)

<표 Ⅱ-1> 연대별 진로포부의 개념적 범위와 주요 정의

나. 진로포부의 측정도구

진로포부에 대한 기존 측정방식은 장래희망과 같이 대상자들에게 어떤 진로영역을 희망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는 형태로 측정되어 왔다(Cranston & Leonard, 1990;

Thomas, 1986). 이러한 진로포부에 대한 측정 방법은 개인이 일정 시점에서 평소 가장 다

고 생각하는 특정 직업으로 정의한 Gottfredson(1981)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응답

자는 일련의 직업 목록에서 자신이 되고자 희망하는 직업을 고르거나 직접 기입하게 되면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업 지위 점수(prestige score)를 활용하여 진로포부 수준을 산

출한다(Gottfredson, 1996). 직업 지위 점수는 해당 직업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하거나

요구되는 교육 수준을 근거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

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별 직업 분류 체계를 주로 활용한다(Rojewski, 2005).

이처럼 진로포부를 특정 시점에서의 희망 직업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응답자가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현재 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에 연구의 주안점을 둠으로써, 일반적으로 승진을 목표로 하는 직위를 직접적인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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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물어 봄으로써 진로포부를 측정하게 된다. 실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에서는 진로포부를 진로에 대한 성취목표(career goal)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자하는 동기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 등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최

종적으로 희망하는 직위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진로포부를 측정하였다(Gottfredson,

1996; Lee & Cheon, 2009; Patton & Creed, 2007), Powell & Butterfield, 2003).

특정 시점에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의 직위 혹은 향후 승진을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직위를 바탕으로 진로포부를 측정하는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개인의 진로에 관련된 목표나

선택적 측면을 곧바로 진로포부로 정의하는 방식은 과거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전통

적인 진로포부 측정방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식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변인인 진로포부를 단순한 개념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Johnson, 1995; O’Brien, 1996; Rojewski, 2005). 게다가 이러한 측정

방법은 동일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희망하는 승진 직위가 일치하는 사람은 모두 동일

한 수준의 진로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해당 직업에 이미 종사하거나 자

신의 진로 영역에서 목표로 하는 직위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만큼의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기 어렵다.

한편 O'Brien(1996) 전통적인 진로포부 측정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며 진로포부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O'Brien(1996)은 직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수치로

측정하는 전통적인 진로포부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로포부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안하였다. O'Brien(1996)은 기존 진로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일

반적으로 남성지배적인 직업이거나, 비전통적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

는 직업이 직업의 지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데, 이러한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는 직업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

되는 ‘간호사’란 직업을 특정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미래에 더 많은 교육훈련을 이수하기

를 원하거나, 전문의료기관 등에서 수간호가 되기를 희망하는 등 진로에 대한 포부가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직업선택만을 질문하는 측정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O'Brien(1996)은 진로포부를 개인이 선택한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공과 성

취를 얼마나 열망하는 가에 대한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승진을 하거나 리더가 되고자

희망하는 정도,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관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정도, 자신의 경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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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계속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진로포부척도(CAS: Career Aspiration Scale)를 제시하였다.

O'Brien(1996)이 제시한 측정도구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열망의 정도로 진로포부를 측정

하므로 이미 진로영역을 결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진로포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승진을 하고자 희망하는 직위에 대해 질문하는 단일문항의 측정방법

에 비해 진로에 대한 성취를 희망하거나,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정도 등 보다 폭넓은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척도의 유용성을 검증한 후속 연구에서는 리더가 되거나 승진을

희망하는 열망과 교육을 받고자 열망하는 정도라는 두 가지 구조를 확인하고 기존 도구에

서 2개의 문항을 제외한 8문항으로 이루어진 측정도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Gray &

O'Brien, 2007).

하지만 O'Brien(1996), O’Brien과 Gray(2007)의 진로포부측정도구는 개인의 진로포부를

구성하는 요인들로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취, 중요한 직위로의 승진(리더십), 계속해서 교육

받고자 희망하는 정도라는 개념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성취 및 중요

한 직위로의 승진(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진로발달

의 관점에서 성취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단순하게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Gregor, O’Brien, 2015; Kim, O’Brien, & Kim, 2015). 이에 따라 Gregor와 O’Brien(2015)은

개인의 진로포부를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의 3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고, 32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24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한편, 진로포부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O’Brien(1996)의 측정도구를 최수욱(2003)이 번

안하여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대학생(고미나, 2011; 최숙현, 2007), 고등학생(남희경,

2012; 윤하늬, 2015), 전문대 학생, 청소년(강혜원, 2009; 김경주, 2011; 박외자, 2010; 황도

연, 2009), 중학생(김예홍, 2015), 유자녀 직장여성(양현정, 2014)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모

형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우선 국내 연구에서는 한명의 연구자에 의해 번역되었고 도구의 번

안과정에서 수반되어야하는 반복적인 검토에 대한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내용타당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번안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적 측면

을 고려하여, 용어의 구성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직역과 가깝게 번역하였

으며, 진로 분야와 직업에 대한 개념을 구분없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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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O’Brien, Kim, 2015). 마지막으로 연구에 활용되는 도구는 문항구성이 다양한 도구

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성요인을 포괄할수록 내

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구에 대한 하위 구성요소가 명확하고

문항수가 많으며,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Kim, O’Brien & Kim(2015)의 도구

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Patton & 
Creed(2007)

O’Brien(1996)
Gary & 

O’Brien(2007)

Gregor, 

O’Brein(2015)

Kim, 
O’Brein & 

Kim(2015)

조사대상 고등학생 여대생 여대생 여대생 여대생

명칭
Occupational 

Aspiration/Expe
ctation

CAS CAS CASR K-CASR

문항구성
직업포부(2)
직업기대(2)

4개영역 
10문항
리더십(4)
승진(2)
전문가(2)
교육포부(2)

2개 영역 
8문항

리더십과 
성취포부(6)
교육포부(2)

24문항 24문항

응답방식 희망직업선택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신뢰도 보고되지 않음 내적일치도 .74 .76~.82 .71-88 .86

특징

희망직업을 
Holland 

직업유형으로 
부호화 → 

일치성정도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2문항 

제거

O’Brien(1996) 
문항 보완

Gregor, 
O’Brein(2015) 

문항을 
한국사정에 
맞게 번안

<표 Ⅱ-2> 진로포부 측정 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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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관계

진로포부와 관련된 변인은 주로 학생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의 처한 환경적인 측면

에서 연구되어 왔으나(Blau 외, 1956; Gottfredson, 1981; O'brien, 1996), 최근에는 학교의

만족도, 학교의 지원행위 등의 학교 차원의 요인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새로이 조명되고 있다(김대연, 강경찬, 1996;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Gregor,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포부를 설명하는 모형 역시 대학 변인을 포함하고 있

다(정지혜, 2006,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이를 고려할 때 진로포부와 관련 변인은

개인 변인과 대학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진로포부와 개인 변인과의 관계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포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학년,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진로포

부에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강경찬, 1996; 김경주, 2011; 박은혜, 2006; Gregor, 2012). 다

음으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자아개념, 진로장벽, 진로성숙 등 심리적 변인과 진로포부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강혜원, 2009; 구봉수, 1976; 김명희, 최웅용, 2014; 정우현,

1988). 셋째, 가정환경적 변인, 즉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

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김예홍, 2015; 정지혜, 2006). 이러한 연구에서 분

석한 변인들은 비록 같은 요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혹은 집단 요인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앞서 제시된 요인들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의

미를 사려 깊게 판단하는 것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개인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

인, 심리적 변인, 가정 환경적 변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각 변인과 진로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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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진로포부
관계

내용

인
구
통
계
학
적 
변
인

성별

Betz & Fitzgerald, 
(1987); Fitzgerald & 

Crites(1980)
○ 성별에 따라 진로포부의 차이가 있음

어윤경(2011), 이종범 
외(2012), 최예슬 & 
오현석(2011), 유정이 

외(2004)

×
고교단계 이후에는 성별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학년

Jacobs, Karen & 
McCelland(1991)

○
진로포부는 나이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발달형태를 드러냄

이종범 외(2012) × 학년이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취업 
관련 
경험

Carr, Wright & 
Brody(1996), 

김주섭(2002), 이지혜, 
정철영(2010), 
채창균(2009)

○ 취업관련 경험이 진로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김기헌, 박영실(2006),  
조아미(2005)

×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심
리
적 
변
인

성취
동기

 유채은 & 
조규판(2012), Kim & 

O’Brien(2015)
○

성취동기는 대학생의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

이명진(2009), 
Herman(1970), 
홍성흔(2002)

○
성취동기는 학생들의 포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Watson, Quatman & 
Edler(2002)

○
높은 성취동기를 갖는 학생이 평균적인 학생보다 
진로포부 수준이 높음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Hackett & Betz(1983), 
김명희 & 

최웅용(2014)
○

진로결정 자아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과 
정적상관관계

진로 
미결
정

김희수(2005) ● 진로포부와 진로미결정은 부적상관관계

진로
장벽

Cardoso & 
Marques(2008) 

Lipshits-Braziler & 
Tatar(2012), 

손은령(2001),이아라(2
005), 임경희(2009) 

●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상관관계가 높음.

<표 Ⅱ-3> 진로포부와 개인 변인의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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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학년, 나이, 취업과 관련된 경험 등의 변인들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강경찬, 1996; 김경주, 송병국,

2011; 박은혜, 2006; Gregor, 2012).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독립적으로 측정된다

기 보다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함께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진로포부와의 관계도 연구마다 각기 다양하게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경주, 2011). 학생

의 나이나 거주지 등의 일반적 사항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 유사한

결과로 제시되고 변수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이성식, 정철영, 2004).

구분 연구자
진로포부
관계

내용

Hill, Ramire & 
Dumka(2003),

Creed, Conlon, & 
Zimmer-Gembeck(2007

). 김명희 & 
최웅용(2014), 

●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부적 상관관계

가
정
환
경
적 
변
인

부모
의 
사회
경제
적 
배경

Elder(1963) ○ 빈곤계층 학생이 비빈곤계층보다 포부 수준이 낮음

이종범(2006) ○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육포부가 높음.

Weinger(1998), 
Seligman(1991), 
김대연(1996)

○
부의 직업, 부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모두 
진로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

정혜정 외(2004) ○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기대수준이 
높아 진로 및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침

Turner(1964) ×
개인의 포부수준은 현재의 가정 지위보다 종착 
지위인 미래희망이 더 큰 영향을 미침

Casanova(2005) ×
학업성적이 평균이하 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인은 진로포부와 상관이 없음

부모
애착

Gary(2001) × 진로포부와 부모애착은 상관관계 없음

양육
태도

정행옥(2005) ○
여학생의 진로포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높음

주) ○ : 진로포부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진로포부와 부적인 관련이 있음.
   × : 진로포부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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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존재한

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진로포

부가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학생들의 진로포부에서 드러나는 남녀의 차

이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을 통해 형성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열

망하는 진로포부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승로 보고되고 있다(이종범, 2005; 최동선,

오창환 2012).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에는 여학생들이 희망하는 비중이,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에는 남학생

들이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높게 제시되었다(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4; 이성식, 정철

영, 2004;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Goattfredson(2005)이 주장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여성위주의 직업을 선호하거나,

남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이나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여성위주의 직업을 기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직업결정

에 관한 김영실과 임성문(2011)의 연구에서는 소수로 분류되는 남성중심적 직업에 종사하

기를 희망하는 여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학

생은 남성 위주의 직업을 선택하면서 겪게 되는 성역할에 대한 갈등과 내적인 갈등을 극

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직업가치관이 더 명료해 진다고 보고하였다.

진로포부에 대한 남녀 학생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하여 연구한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2006)의 연구에서

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진로발달수준이 높아져 남녀 학생들의 진로포부 차이가 감소하여 고등학교

시기에는 남녀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형성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최예슬과 오헌석(2011), 어윤경(2011)의 연구에서도 역시 학교 단계가 올라

감에 따라 진로포부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이 학생

들의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는데(이종범, 정철영,

2005), 이는 학교단계가 올라가 시기적으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진로포부 수준이 유사해

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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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학교영역에서는 여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성취감이

증가하면서 포부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간 결과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

교 단계가 상위로 올라가면서 성역할로 규정된 고정관념을 극복한 여학생의 비율이 점차적

으로 높아지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이와는 반대로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2004)의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시기에는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

보다 높은 진로포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 시기에도 계속해서 유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포부와 성별간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나) 학년

황매향과 박은혜, 유성경(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단계가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남녀 학

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에 대한 차이가 점차 감소하여 전문대학 시기에는 남녀 학생들의 진

로포부 수준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형성된다. 다른 선행연구들에 의해서도 학년이 올라갈

수록 진로포부의 학년에 대한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어윤경, 2011; 최예슬,

오헌석, 2011). 한편 고등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에 대해 연구한 이종범과 최동선, 오창환

(2012)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단계가 상위로 올라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이 되면

포부 수준이 유사하게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내적인 측면에서는 여학생들의 학년의 증가에 따른 성취감이 높아지면서 포부 수준도 같

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역할적 고정

관념을 극복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이종범 외, 2012).

반면 Jacobs, Karen & McCelland(199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진로포부는 나이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발달형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포부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학년의 차이가 진로포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심리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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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형성과 관련하여 사회 계층적 배경보다 전문대 학생 개인의 환

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조영임, 2012). 이는 전문대 학

생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 영역에서의 성취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욕구나 포부와 같은 내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장벽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경주, 2011). 전문대 학

생의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상태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오래전부

터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져 왔다(강혜원, 2009; 김대연, 강경찬,

1996; 김이준, 2012; Blau, 1956; Miller & Form, 1951; Stephenson, 1962). 이러한 결과는

개인은 각 사회계층별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도 다르며,

나아가 이는 진로영역에도 그대로 투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대 학생의 심리적 변

인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요인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등이 해당한다.

가) 성취동기

학업성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은 전문대 학생의 포부수

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습성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진로포부의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학생들의 진로포부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Sears(1941)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포부가 과거 형성한 포부 수준 보다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과거 형성한 성

취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하거나 반대로 낮게 설정하는 등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대 사이에 불안정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Raven과 French(1958)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Sears(1941)의 연구에서는

환류과정과 포부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이며, 이는 결국 학업성취에서 나타나는 성격 유형과 불안에 대한 수준이 환

류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두집단의 진

로포부에 대해 분석한 김대연과 강경찬(1996)의 연구에서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두

집단 모두 학업성취와 교육포부 및 직업포부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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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성취가 학생들의 포부 형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나, 학

생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Elder(1963)의 연구에서는 개인 간에 차이는 있지만, 빈곤계층 학생들은 상대적으

로 부유한 계층에 속한 학생들보다 교육포부가 비교적 낮다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집단의 학생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인 원인 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성취동기가 부족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는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다른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빈곤은 결국 낮은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으며, 이는 장차 학생들의 직업포부 및 교육포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더 높은 포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상위 단계 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높은 진로포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명진(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학생과 비빈곤 가정 학생의 집단을 구분하여

성취동기와 진로포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학생들의

가족 관련 위험요인과 자아개념 형성, 진로태도성숙, 성취동기와 진로포부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가정 학생 집단과 비빈곤가정 학생 집단 모두에게서서 성취동

기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구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

곤가정 학생 집단의 경우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성취를 높이는 방안이 효과

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사회적 계층이라도 진로발달 단계와

성취동기에 따라 진로포부는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박은혜(2006)는 학업우수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포부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

중등․고등학교의 각 단계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학업우수학생이 일반학생들에 비

해 진로포부수준이 높게 측정되었다.

학생들의 성취동기는 학생 자신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뿐 아니라, 학생 자신의 학습역량을 어떻게 인지하는 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

라진다. 성취동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Zimmerman,

Bandura, & Matinez – Pons(199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은 학업성취효능감은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을 높여서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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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업성취가 높게 측정되었다(김아영, 2008, 재인용). 한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박완

성(2002)의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와 진로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이 연구에서는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 집단은 사무, 옥외활동, 과학, 문학, 사회봉사,

판매 변인 등에서 성취동기가 낮은 학생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윤미선과 김성일(2004)이 실시한 성취동기와 관련 변인간의 예측력

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정서이해능력, 사고방식, 학교수업

의 적응 등의 변인보다 학업자기효능감이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

는 것이 학업성취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성취동기와 진로포부 간

의 관계는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성격,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학습과 학교에 대한

부모가 인식하는 긍정적 경험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

보다 상위 수준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취 수준의 교육으로의

진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재화가 요구되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

로 낮은 학생은 진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만큼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인식한 결과

이다. 그러나 Casanova 외(2005)가 연구를 통해 증명한 결과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

위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관여와 기대가 성취동기와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 형태

로 나타났다. 먼저 Betz와 Hackett(2006)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

분야에 적용하였다. 이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이

진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낮은 단계의 진로결정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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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가진 학생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작업을 기피하데 반해, 높은 수준의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작업을 자신감 있게 수행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들은 진로동

기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성취에 대한 보상을 다른 집

단과 동일하게 부여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닞게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진로결정 자체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내기도 한다(Betz & Hackett, 1981).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진로장벽, 진로포부와의 상과 관계가 있다

고 주장한 연구이다(김대연, 강경찬, 1996; 김희수, 2005; 이아라, 2006). 학생들이 인지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김

희수(2005)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진로미결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정

체감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이아라(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포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들

의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진로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직접 혹은 간접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여학생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은 진로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속하는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한 문승태(2002)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이 가정의 사회경제

적 지위, 어머니에 대한 애착, 친구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할 경

우 진로결정 수준이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들의 성역할 사회화와 밀접

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이다(김명희, 최웅용, 2014; 박완성, 2002; 최수미, 2013; Lent,

Brown, & Hackett, 2000). 박완성(2002)의 연구에서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

학, 사무, 미술, 음악, 문학, 옥외활동 등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 집단보다 진로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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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영역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역할 자기정체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양

성적 정체감과 남성적 정체감을 지닌 집단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여성적 정체감을 지닌

집단보다 다양한 형태의 진로선택을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갖는다

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하도록 돕

는다는 연구들이 있다(최화영, 2015; Kanfer, Ackerman, & Heggestad, 1996). 실직자를 대

상으로 하는 윤종만(2004)의 연구에서는 아웃플레스먼트(Outplacement)가 실업자의 대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실업자는 실업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률도 높

아지는 것으로 구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진로결정이나 진로결정을 위한 작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역할 사회화와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황적인 제약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진로선택

을 하지는 않으며, 개인적 차이에 의해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하

더라도 개별저으로는 동일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의 관계에서 매개변

수의 역할을 수행한다(손은령, 김계현, 2002).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가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지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포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아무리 높더라도 외부적인 격려가

부족하거나, 실행을 위한 조건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진로에 대한 선택을 망

설이거나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 진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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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령과 김계현(2002)은 타협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이 느끼는 인식차

는 타협과정을 거치면서 진로결정과 진로선택 등과 같은 진로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

다. 진로장벽은 진로포부 및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손은령, 2002; 최숙현, 2007; 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Lent와 Hackett(1994)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과 사회맥락적

변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포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의 형성

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들에서는, 진로장벽이 현실적인 상황과 타협하

게 되면서 낮은 사회적의 직업을 선택하거나(Luzzo, 1996). 성인 여성의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를 수애한 O'Brien과 Fassinger(1993)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자녀의 양육과 가사 노동

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포부나 흥미 등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배우자, 부모,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진로의사결정에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의 직업선택은 관련된 장벽들에 대하여 자신

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은희, 김봉환, 2009, 최

숙현, 2007). 이에 따른 선행연구들은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진로포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Gottfredson(1981)의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발달의 제한 과정을 살펴보면 각 개인은 진

로포부를 수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직업대안들로 제한하고 수용가능한 직업 상화에서 더

욱 현실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포부를 변화하게 된다. 이에따라 진로포

부는 성별, 인종 등 집단별로 차별이 존재 할 수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고 있으

며,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장벽의 수준에 따라 진로포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양현정, 이기

학, 2007). 하지만 진로포부가 희망하는 직업 또는 진로 영역의 폭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명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3) 가정환경적 변인

대학생의 진로발달단계에 있어서 가정환경에 의한 영향은 과거에서 부터 연구자들 사에

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Gottfredson, 1981; O'brien, 1996). 이는 각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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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며, 나아가 진학과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반영됨을 의미한다. 가정환경적 요인은 부

모님의 경제 수준, 부모님의 최종 학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문대 학생의 연령을 고려했

을 때 진로발달 상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가정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기

때문에(노경란, 허선주, 전연숙, 2012), 가정환경적 변인은 가정의 배경 요인과 관련된 변

인을 주로 고려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전문대 학생의 가정환경적 요인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가

정환경요인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태도 등이 해당한다.

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청소년의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김희수, 2005; 신수

영, 김경근, 2012).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높

은 진로포부 수준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희수, 2005; 박은혜, 2006; 오헌석, 최

예슬, 2009; 장상수, 손병선, 2005). 즉, 사회적지위나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에게 속한 자녀

들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모델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

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기대와 성취동기

등으로 인해 낮은 진로포부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관련한 신수영, 김경근(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포부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부모는

학력이나 교육적 관여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한편, 이종범(2006)은 한국교육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가족 관련변인과 진

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포부를 4년제 대학으로 응답한 수가 압도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로 하위 집단에 속하

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 25%로 사위 집단에 속하는 경우 대학원, 박사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계획에 대한

조사한 결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실업계고(특성화고) 라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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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특수목적고등학교 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

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 속한 학생은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 속한 학생보다 장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포부는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진로포부

는 정적상관이 있고, 또 다시 진로포부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개

인에 대한 성취 기대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성취에의 압력은 성공을 갈망하게 된다.

이는 또한 동기를 유발하는 결과가 된다. 동기와 교육성취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화가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같은 성취의 사회

화는 개인의 성취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모와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과 비교해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

이 학문적으로 뛰어 나길 기대한다. 따라서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이 현실과 이상

적인 직업기대와의 차이로 인해 실패를 경함할 때,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보다 부

모 또는 교사의 기대와 학생의 학업성취 사이의 모순이 더 크게 나타난다. 기대와 성취

사이 불일치는 자아개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포부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Baumrind(1991)의 연구에서는 비일관적 훈육 방식

을 실시하는 허용적-방임적 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동들은 목적의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을 추구하며, 자녀가 가진 욕구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권위적인 부모 슬

하에서 자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목적의식이 없으며, 아동의 욕구과 의견

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동들은 성취 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사회심리적 요인에서도 ‘부모로 부터의 영향’ 즉, 양육

태도가 진로포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광자 외, 2005; 정행옥, 2004;

Grolnick, Gurland, De Courcey, W., & Jacob, 2002; Joussement, Koestner, Lekes, &

Landry, 2005). 고등학생들의 부모의 지지에 대한 이광자 외(200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의 진로발달은 부모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행동에서 더 자

신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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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의 성별에 따른 진로발달에 과정을 살펴본 정행옥(2004)와 이현주(1999)의 연

구에서는 부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진로포부는 모의 양육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 중 자식과 같은 성별의

역할모델이 자녀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현주,1999;

정행옥, 2004).

분리, 애착, 여성의 직업발달과 관련한 O' Brien, Friedman, Tipton과 Linn(2000)의 연

구에서는 지역 여고생 40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한, 5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고생의 경우 동성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어머니가 딸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하고, 그들의 진로에 대해 행복과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적인 지

지를 해주기 때문이다(O' Brien, Friedman, Tipton과 Linn, 2000).

한편 정행옥(2005)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단

계별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및 진로포부와의 관계를 분석

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포부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과잉기대와 어머니의

과잉기대, 애정 변인에,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애정과 과잉기대에, 고등

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감독과 어머니의 감독이 진로포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로 간주되는 과잉간섭․비일

관성․방치․학대․등의 양육태도는 진로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Grolnick 외(2002)와 Joussement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서 독립심과 자립심을 강조하는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주

는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정적인 상관관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도와 아동의 진로포부

에 대한 관계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부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포부 수준은 높게 측정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주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고, 진로포부수준에 결

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정이기보다는 미래 희망이란 Tuner(1964)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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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반된 결과로 가정에서의 진로 자아개념이나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자녀의 인성을 형성하는 원인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있기보다는

자녀의 인성에 대한 반응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Feiring, Taska, & Lewis, 1996). 이는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 양육에 어떠한 태도로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서 자녀의 개별적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민주적인 부모의 양육방

식은 자녀의 성취 및 자신감 있는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로포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측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진로포부와 가정환경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년, 부모에 대한 민주적·수용적인

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여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하며 특히,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며, 나아가

진로포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진로포부와 대학 변인과의 관계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부는 그 성격상 대학 변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여기서 대학 변인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생의 성향 혹은 학생이 처한 환

경적 특성이 아닌 대학 차원의 요인을 의미한다.

대학은 대학의 성격, 교육목표, 특성화 방향, 소재지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발달시키고

이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교육태도도 다르게 나타나며, 나아가 진로와 직업선택에도 다르

게 반영됨을 의미한다(김경주, 2011). 즉, 현재 소속된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장래의 진로에서의 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학 관련 변수도 진로포부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정지혜, 2006).

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학생차원의 변인과 학교

차원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학교 차원의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학교의 위

치나 계열, 학교에 대한 인식, 교수들에 대한 인식, 학교의 진로지원 등이 있다(고형일 외,

2005; 김성식, 2006; 이성식, 정철영, 2004; 이종범 외, 2012; 정지혜, 2006; Bajema, Miller,

& Williams, 2002; Pedersen & Barrado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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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전문대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고, 진로발달 단계상 성인초

기에 해당하므로,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대학의 위치, 대학·

학과만족도, 교수지지, 대학의 진로지원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 참조).

구분 연구자
진로포부
관계

내용

학과계열
손은령, 정홍원(2002) ○

전로포부가 전공계열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학, 자연계열의 진로포부가 높음

채창균(2006), 
정선욱(2009)

×
상업계, 공업계의 진로포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대학위치
이성식, 정철영(2004) ○

대도시 학생이 읍·면 지역 학생 보다 진로포부 
수준이 높음

정지혜(2006) ○
학교소재지의 빈곤정도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침

학교의 질

고형일 외(2005). 
유한구(2006), 

김성식(2006)

○
학교 내에서 학생 수와 교사의 비율 및 대학 
진학률, 기초학력 미달률 등 의 다양한 풍토 
변수는 학생의 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침

대학․학과
만족도

권혁진(2009), 백경화, 
유경호(2011)

○ 학과만족도(전공만족도)는 진로포부에 정적영향

김혜주(2007), 
심은숙(2003), 
이진희(2009)

○
개인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학교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

교수지지

Blau et. al.(1977), 
Lim(1990), Pedersen 
& Barrados(1968)

○
교사 및 동료의 격려가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포부에 직접적 영향

정우현(1988) ○ 교사의 격려는 학생의 진로포부에 간접적 영향
Julie, Katherine & 

Peter(1999)
○

여학생의 경우 교수지지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쳤으나, 남학생의 경우 가족지지만 관련

진로상담 
프로그램

장해숙 외(2008), 
이형국(2007)

○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침

허은영(209), 황매향 
외(2007)

○
진로지도 교과목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

학교지원
Bajema, Miller & 
Williams(2002)

○
학교에서의 학습과 학교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진로포부 형성에 중요한 지원적 요소

사회적지지망 Schustack(2001) ○ 사회적 지지망이 진로포부에 영향

주) ○ : 진로포부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진로포부와 관련이 없음.

<표 Ⅱ-4> 진로포부와 대학 변인의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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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위치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의 경우 읍면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은 현재

도시와의 사회·경제·문화적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신규 인구 유입이 없는 관계로 고

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백화종 외, 2004).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소득을 보장

하는 직업에 대한 신규 창출이 부족하여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자체를 하락시키고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현진과 이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도시 학생보다 지방에 학교가

위치한 학생들이 취업을 선택 요인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 따라 최동선

(2009)의 연구에서 역시 대도시에 학교가 소재한 학생이 대학진학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구명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ampson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가족 및 친인척 관계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언

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특정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지 특정 성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군락을 이루어 사는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의 거주 지역에 관

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는 구조적인 맥락과 아울러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을의미한다.

2) 계열

전문대학교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의 여섯 가지 계열로 구

분된다. 각 계열 간 성격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 학과계열과 진로포부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손은령과 김계현(2002)의 연구에서는 계열의 차이에 따라 진로포

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계열에 따라 진로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에서는(채창균, 2006), 상업

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 학생들에 비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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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계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

선욱(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계열과 청년의 취업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상업계열과 공업계열에 대한 진로포부가 다른 계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계열의 분류가 전문대학의 분류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위와 같이 계열과 진로포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각 연구별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전문대 학생의 계열이 진로포부에 어떤 상관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학․학과만족도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서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결과뿐만 아니라 포부 수준과

같은 정의적 결과의 격차가 학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

어져 오기도 하였고, 학교 내에서 학생 수와 교사의 비율 및 대학 진학률, 기초학력 미달률

등 학교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풍토 변수 역시 학생의 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형일 외 2005; 김성식, 2006; 유한구, 2006).

백경화, 유경호(2011)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대학 및 학과만족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로포부에 대한 영향력은 전공 및 적성만족도가 정적 영

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만족, 학업만족, 진로만족 등의 변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대학 및 학과만족도에 대한 연구(권혁진, 2010)에서도 유사

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대학생에 대한 대학 및 학과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은 부분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는 학과만족도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준비노력 등의 요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상담요인은 부분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및 학과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대학만족에 대한 요인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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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학·학과

만족도의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

또한 대학·학과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의 진로탐색적 변인에는 부분적으로 영향력이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학과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인 만족요인과 학교에 대핸

만족요인이 진로탐색에 있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대학·학과만족도가 진로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

은숙(2003), 이진희(2009) 등의 연구에서 대학 및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수준, 학

업성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등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명지

(2008)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과 흥미의 일치도, 직업에 대한 흥미 수준

과 진로포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진로포부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성경(2003)의 대학새내기의 스트레스와 학교적

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새내기들은 학업스트레스가 작을수록,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증

가하며,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평소 본인이 진학을 희망한 대학인 경우 대학새내기들

은 대학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학과만족도는 대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인인 진로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포부

의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교수지지

선행연구(박영대, 2013; DeRoiser & Kupersmidt, 199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족, 친

구, 교사 등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 인물들로 언급된다. 진로발달 단계의 아동기에는 가정이 주된 환경요인으

로 작용하였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사 및 친구 등이 학령기 아동의 생활

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소속된 학교의 교사 또는 학

교 내의 여러 사람들에게로 학령기 아동의 사회관계망은 점차적으로 확대된다(Feiring,

Taska & Lewi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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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의미 있는 타인과 진로포부의 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으로 교사(혹은 교수)와 친구(혹은 선후배)의 지지가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well, Hausler, Blau, & Ducan, 1992; Pedersen &

Barrados, 1968).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심리적 요인 중에서 교수에 대한 영향과 또래집

단에 대한 영향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김대연, 강경찬, 1996).

역할모델, 사회적 계층, 의미 있는 타인과 포부의 관계를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Pedersen과 Barrados(196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높은 교육포부

를 가진 빈곤층 학생들은 높은 교육포부를 보인 비빈곤층 학생들보다 역할 모델로 가족을

선택하지 않고 타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낮은 교육포부수준을 보인

빈곤층 학생들은 비빈곤층 학생들과 비슷하게 과거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계획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가족을 꼽았다. 하지만 다수의 빈곤층과 비빈곤층 학생들이

향후에는 가족보다는 진로상담가 등으로부터 진로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상담을 진

행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포부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음과는

관계없이 빈곤층 학생들과 비빈곤층 학생들이 ‘미래의 의미있는 타인’ 으로서 진로에 대한

상담 인력이 가족보다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

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장학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후원과 더불어 더 많은

정보와 정서적인 지지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정우현(1988)은 교수의 격려가 직접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인과

의 매개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 및

진로포부와 관련 변인에 대한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이수과정에서 존재하는 유의

미한 타자들에 관한 설명력은 교수의 지지가 1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

지와 동료의지지, 교육 이수계획에 대한 변인은 각각 6.6%, 1.9%로 그 설명력이 매우 낮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교사가 부모나 또래 집단보다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특성상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는 학교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교육을 통하여 사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시도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대부분 직업의 선택을 대학입

시 이후로 미루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에 대한 열망은 진로포부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기 때문이다(강경찬, 1996; 김경주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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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의 진로지원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공

급대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Silverstein & Urban, 1996), 이에 따라 사회적인 지지는

학생과 학생주변의 또래 집단 혹은 가족과 같은 사람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지지

네트워크와 서비스로서의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진로발달영역에

서는 사회적 지지를 또래집단, 가족, 교수와 같이 사람으로 한정지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에 국한되는 영역을

넘어서 전문적으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 서비스까지로 범위를 확대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곽민호, 2012 재인용; Lieberman, 1984).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인 맥락에서 지지를 제공하는 유형에 따라 도구적지지와 정보적지

지, 그리고 정서적지지의 3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마다 다양한 분류를 시

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이론적인 결합을 통해 기능과 지지유형에 따

라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거나, 실제적인 개념으로 인지된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와

실질적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Gururg, Taylor, &

Seeman, 2003). 즉 사회적 지지기반의 활용에 대한 인지와, 실제로 제공 되어지는 지지로

서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 과거의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수행하는 역할이 비슷한 정도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나

(Dunkel-Schetter, & Skokan, 1990),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함하면서 인지되어지는 사회적지지가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Lent et al.(1994; 2000)의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같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다양

한 진로이론을 활용하여 개인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인지이론에

서도 나타나듯이, 이 이론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기효능

감과 흥미, 결과기대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포부에 대해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주된 관심을 가지

는 기존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집단이나 가족의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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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

였다. 이는 진로포부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게 하는 계기

가 되었다(곽민호, 2012).

대학의 진로지원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형태로 대학이 제공하는 지원이 아닌 진로와 관

련된 지원만을 의미하며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지원은 취업 지원 등을 포함한 진

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이러한 대학의 여러지원 중에서, 대학의

진로지원은 특히 진로 선택과 관련된 대학 차원의 지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진로지원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유사 연구에서는 대학의 진로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혼용

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곽민호, 2012). 그 동안 개인의 진로행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진로관련 행동에서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정확히

구명할 수 없으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왜곡될 여지가 존재한다(곽민호, 2012; 조

규형, 2014).

이러한 연구와 맥락을 달리하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진로포부, 진로결정, 진로선택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구명한 연구도 있다.

Schustack(2001)는 자신의 연구에서 문화·사회적 정체성, 가족 구조, 진로발달에 대한 사

회문화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민 1세대 공립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연

결망, 진로포부, 지각된 욕구가 그들의 직업적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연결망은 이민 1세대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정체성 및

진로계획 발달에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것으로 나타났다(곽민호, 2012,

Schustac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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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 구명하기 위한 연구 모형

은 [그림 Ⅲ-1]과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진로포부이며, 독립변인은 개인변인과 대학

변인이다. 개인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으로 구분되는데,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과 학년, 취업 관련 경험이 해당되며, 심리적 요인은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등이, 가정환경적 변인은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

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해당한다. 대학변인이란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Ⅲ-1]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효과 분석을

위한 HLM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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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과 대학 차원이라는 2개의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진

위계적 속성의 자료 구조(hierarchical data structures)를 가지고 있다. 즉, 진로포부는 개인

수준 변인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

원, 교수지지 등과 같은 대학 수준 변인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전문대 학생의 개인 변인

인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서로 다른 독립적

인 응답 결과를 갖게 되지만, 대학변인은 비록 학생 개인이 응답한 결과이더라도 동일한

대학 내에 속한 학생의 응답 결과는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호종속적으

로 작용하며, 타 조직에 속한 종사자들의 응답결과와는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다

(Raudenbush & Bryk, 2002). 이에 따라 개인변인에 해당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은 개인별로 고유한 값을 갖는 자료로 분석하는 반면, 대학변인은 학

교별로 하나의 값을 갖는 자료로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 변인과 조직 차원 변인의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진 변인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Raudenbush와 Bryk(2002) 및 국내에서는 김기용과 나승일(2010)이 제

시한 2수준 구조의 위계를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차원과 대학 차원의 변량 구명,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변인의 효과,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순차적으로 구명하

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과 개인 및 대학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전문대 학생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138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이들 대학은 전문학사

학위과정 5,649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662과정이 있다. 재학생 수는 남학생 20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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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학생 25,9582명으로 총 468,590명이 재학하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의 학교 수 및 학

과 수, 재학생 수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교수
학과 수 재학생수

전문학사 
학위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남학생 여학생 계

총계 138 5,649 662 209,008 259,582 468,590

수
도
권

서울 9 379 70 14,335 27,612 41,947

경기 31 1,682 279 65,571 76,148 141,719

인천 3 158 12 6,052 9,392 15,444

비
수
도
권

부산 9 445 32 14,668 17,594 32,262

대구 7 260 31 17,181 19,523 36,704

광주 6 208 32 7,878 9,821 17,699

대전 4 251 16 9,037 10,822 19,859

울산 2 58 7 3,637 3,928 7,565

세종 1 50 5 1,470 1,988 3,458

강원 9 255 23 7,217 7,819 15,036

충북 5 242 17 8,019 7,877 15,896

충남 56 120 20 8,172 8,658 16,830

전북 9 256 27 8,529 10,810 19,339

전남 9 306 15 8,871 12,305 21,176

경북 16 593 45 13,927 19,923 33,850

경남 10 283 20 11,051 11,170 22,221

제주 2 103 11 3,393 4,192 7,58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표 Ⅲ-1>전국 전문대학 학교수, 학과수 및 재학생수 현황

(단위: 개, 과정, 명)

전문대학교의 학년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2>과 같다, 1학년은 305,352명, 2학년은

332,796명, 3학년은 59,774명, 4학년은 7,273명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비율은 학년 순으로

43.3%, 47.2%, 8.5%, 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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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학생 수

(명) (%)

1학년 305,352 43.3%

2학년 332,796 47.2%

3학년 59,774 8.5%

4학년 7,273 1.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표 Ⅲ-2>전국 전문대학 학년별 학생 수

전문대학교의 전공 계열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Ⅲ-3>와 같다. 인문계열과 사회계

열, 교육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교육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217,535명, 공학계열 전공

학생 수는 218,473명, 자연계열과 의약계열을 포함한 자연과학·의약계열 전공 재학생 수

는 173,417명, 예체능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111,041명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교육계

열 전공 재학생 비는 전체의 30.2%로 나타났으며, 자연과학·의학계열 전공 재학생 비는

전체의 24.1%, 공학계열 전공 재학생 비는 전체의 30.3%, 예체능계열 전공 재학생 구성

비는 전체의 15.4%로 나타났다.

구분
재학생 수

(명) (%)

인문계열 19,587 2.7%

사회계열 166,383 23.1%

교육계열 31,565 4.4%

공학계열 218,473 30.3%

자연계열 52,565 7.3%

의약계열 120,852 16.8%

예체능계열 111,041 15.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표 Ⅲ-3>전국 전문대학 전공별 학생 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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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1) 표집크기

연구대상 표집에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서는 추정과 표

준오차의 정확성을 위해 조직 수준에서 30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는 Kreft(1996)에 따

라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그 비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12개(32.4%), 비수도권

전문대학 25개(67.6%)를 무선 표집하였다. 다음으로 모집단인 전체 전문대 학생의 수가

468,590명일 때 적정 표본 크기는 384명(Krejcie & Morgan, 1970)인 점을 고려하고, 조직

별로 최소 5명 이상의 자료가 확보될 경우 통계적 편의성(Biases)이 감소한다는 점(김강

호, 2008)을 감안하여 전문대학별로 30명씩 총 1,110명을 표본 크기로 결정하였다.

2) 표집방법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층화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에 의해서 여러 개의 하부

집단을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집방법이다. 이 연구

에서는 종속변인인 진로포부가 개인 변인과 대학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에 따라 이를 표집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대학위치(장현진, 이지혜, 2012; 최

동선, 2007), 학과계열(문승태, 2002)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로포부와 관련

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다수 존재하지만 층화기준의 수가 많아지면, 최소 크기 집

단의 적정 표집의 수가 3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다양한 층화기준이

많을수록 표집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 대학 위치, 학과계열에 따른 층화 비율표집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전문대학교

를 모집단으로 가정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을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층화 비율표집의 과정은 1차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 수도권 12

개교, 비수도권 25개교를 표집 하였다. 그 후, 2차적으로 전공의 인문·사회·교육계열과 자

연과학·의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30.2:24.1:30.3:15.4의 비율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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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교육계열 9명, 자연·의약계열 7명, 공학계열 10명, 예체능계열 4명을 표집 하였

다. 또한 대상별로 학년을 구분하여 학년별 비중을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모집단 표집의

과정은 다음 [그림 Ⅲ-2]과 같다.

[그림 Ⅲ-2]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 과정

3.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도구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진로포부, 성

별, 학년,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양육태도,

대학·학과만족도, 교수지지, 대학의 진로지원, 학교계열, 대학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될 조사도구를 제시하면 <표 Ⅲ-4>와 같다.

구분 변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종속변인 진로포부
성취포부 8 Ⅰ-1-,8
리더십포부 8 Ⅰ-9-16
교육포부 8 Ⅰ-17-24

독립
변인

인구
통계
학적 
변인

성별 1 Ⅺ-1

학년 1 Ⅺ-2

취업 관련 경험 2 Ⅺ-6,7

<표 Ⅲ-4> 조사도구(질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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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독립
변인

심리
적 
변인

성취동기

열정 11 Ⅱ-1-11

희망 7 Ⅱ-12-18

모험심 6 Ⅱ-19-24

자신감 4 Ⅱ-25-2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설정 8
Ⅲ-8,11,12,16,17,21,2

3,24

자기평가 6 Ⅲ-9,13,15,19,22,25

미래계획 4 Ⅲ-1,2,10,4

직업정보 3 Ⅲ-14,20,18

문제해결 4 Ⅲ-3,5,6,7

진로장벽
심리적 장벽 17

객관적/환경적 장벽 13

가정 
환경
적 
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의 소득수준 1 Ⅺ-8

부모의 교육수준 2 Ⅺ-9,10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 13 Ⅴ-1~13

비강압적 양육 7 Ⅴ-14~20

대학
변인

대학·학과만족도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8 Ⅵ-1-8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4 Ⅵ-9-12

학과에 대한 일반적 관심 3 Ⅵ-13-15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5 Ⅵ-16-20

학교만족 8 Ⅵ-21-28

교수지지
정서지지 4 Ⅶ-1-4

정보지지 5 Ⅶ-5-9

진로지원

정보적지원 8 Ⅷ-1-8

실제적지원 8 Ⅷ-9-16

정서적지원 8 Ⅷ-17-24

학교계열
인문/사회/교육/자연/공학/

의학/기타
1 Ⅺ-4

대학위치 수도권/비수도권 1 Ⅺ-11

<표 III-4> 조사도구(질문지) 구성(계속)

가. 진로포부 측정도구

진로포부 측정도구(CAS)는 3가지 차원인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차원 당 8문항 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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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각 영역별 포부를 묻는 문항으로, 이 연구에서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는 전문

대 학생이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지위, 자신의 진로포부가 내외적 환경을 고려하

여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낮을수록 포

부는 뚜렷하지 못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뚜렷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포부의 측정은 오브라이언(Kim, O’Brien & Kim, 2015)에 의해 개발된

진로포부척도(CAS: The Career Aspiration Scale)를 활용하여 한국 현실에 적용․보완했

던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참조하였다. 진로포부척도는 O'Brien(1996)이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자신의 진로에서 성취를 향한 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나중에 이것을 성

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Gray & O'Brien, 2007). 이 후 진로포부척도(CAS)는

Gregor와 O’Brien(2015)에 의해 수정·보완 되었고(CASR), Kim, O’Brien & Kim(2015)가

한국문화에 맞게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였다(K-CASR).

Kim, O’Brien & Kim(2015)은 진로포부(CAS) 측정도구를 국내에 적용가능한지 검토를

위해 국내 여대생 377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포부에 대

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0.82~0.9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살

펴보면, 성취포부는 0.82, 리더십포부는 0.86, 교육포부는 0.90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도구

임을 입증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Kim, O’Brien & Kim(2015)이 제시한 K-CASR은 도구 번안을 위해 도구의 원개발자, 2

개 국어를 구사하는 심리학 전공자, 3명의 진로상담 교수를 포함한 도구 번안 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안 과정을 거쳐 개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문항의 경우 번안

과정에서 Career와 field를 동일하게 ‘분야’로 번역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전문대

학생이 응답하기에 다소 어렵거나 모호한 문항이 있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측정도구는 0-4점 Likert Scale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응답 양식이 ‘전혀

그렇지 않다(Not at all true of me: 0점), 약간 그렇다(Slightly true of me: 1점), 다소 그

렇다(Moderately true of me: 2점), 제법 그렇다(Quite a bit true of me: 3점), 매우 그

렇다(Very ture of me: 4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응답양식은 기존 국내 사회과

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응답양식(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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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매우 그렇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측정값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문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임미경,

2001; 오창환, 2009)는 점에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측정도구는 기존 조사도구의 문항

기술 방식을 유지하여 본래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문항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1) 문항 검토 및 수정

CAS 도구의 수정 과정은 Gregor & O’Brien(2015)에 의해 보완된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실제 원문 및 Kim, O’Brien & Kim(2015)의 번안된 문항 토대로 질문지 제작 의도, 문항

해석 왜곡 가능성, 문항의 간결성 및 정확성 등의 점검을 위해 진로교육을 전공한 교수 1

명, 박사 3명, 박사수료 1명에게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1차 검토 과정에서는 Kim, O’Brien & Kim(2015)에서 사용된 문장들을 활용하여 이 연

구의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1차 검토 결과, 번안된 진로포부

측정도구를 전문대 학생에게 사용함에 있어 2가지의 문제가 나타났다. 먼저, 원 도구의 의

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의 사용을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문에서는 ‘field’와 ‘Career’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번안된 내용에서는 ‘분

야, 일하는’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field’를 ‘분야’, ‘Career’를 ‘진로’로

구분하였으며,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는 것(Being one of the best)’과

같은 영어식 표현의 경우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응답양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도구에서의 0-4점 Likert Scale 응답양식

을 그대로 따를지, 또는 오창환(2009)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의 형태로 1-5점 Likert Scale을 적용할 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도구에서의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Not at all true of me: 0점), 약간 그

렇다(Slightly true of me: 1점), 다소 그렇다(Moderately true of me: 2점), 제법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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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e a bit true of me: 3점), 매우 그렇다(Very ture of me: 4점)’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강한 부정문 1개 항목과 4개의 긍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과학조사에서 사용하는

척도에 적용되는 범주 간 간격의 등간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Muraki & Bock,

1998), 동일한 연구에는 설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에 유리하다는 선

행연구(오창환, 2009; 임미경, 2001)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

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의 1-5점 Likert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1차 수정 후 검토 결과, 문항의 의미가 여전히 확실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제

기됨에 따라,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구에 제시되고 있는 지시문의 문항이 ‘나는 내가 일하는 조직

이나 사업체의 미래 방향에 대한 책무를 맡고 싶다.’와 같이 다소 모호한 표현의 경우 ‘나

는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의 미래 방향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

고 싶다.’ 등으로 전문대 학생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2) 예비조사 및 본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요인들의 부하량 및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검사를 활용하여 진로

포부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진로포부의 Cronbach’s α값은 .934

로 높은 문항 간 일치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로 성취포부(.843), 리더십포부(.841), 교육

포부(.933)로 나타나 모두 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진로포부

의 Cronbach’s α값은 .95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로 성취포부(.887), 리더십포부(.853), 교

육포부(.921)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표 Ⅲ-5> 참조).

구분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157) 본조사(n=373)

진로포부 - .934 .951

성취포부 1-8 .843 .887

리더십포부 9-16 .841 .853

교육포부 17-24 .933 .921

<표 Ⅲ-5> 진로포부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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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mos 18.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표 Ⅲ-6> 참조).

하위요인 문항 표준 적재치 오차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 지수

성취포부

1 0.905 0.218

0.891 0.516

2 0.91 0.189

3 0.755 0.402

4 0.767 0.374

5 0.672 0.721

6 0.489 0.502

7 0.531 0.773

8 0.645 0.762

리더십포부

9 0.891 0.321

0.904 0.549

10 0.653 0.843

11 0.553 0.636

12 0.823 0.487

13 0.806 0.532

14 0.595 0.551

15 0.897 0.274

16 0.893 0.304

교육포부

17 0.655 0.814

0.928 0.621

18 0.8 0.396

19 0.737 0.511

20 0.808 0.34

21 0.79 0.399

22 0.901 0.178

23 0.916 0.17

24 0.825 0.38

<표 Ⅲ-6> 진로포부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잠재변인과 측정변

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그림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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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측정 결과
주) 유의도: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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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상적인 개념이나 속성에 대해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에 따른 요인 적재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요인에 대하여 0.5 이상으로 나타나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개념 신뢰도 또한 모두 0.7 이상이므로,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수렴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서로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값 사이의 상관관

계가 높아야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요인별 분산추출

지수를 살펴본 결과, 진로포부의 모든 하위요인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보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방법으

로 측정할 경우 결과 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

간의 분산추출지수와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²)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결정지수가 분산추출지수보다 작으면,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7>을 통해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진로성취포부-리더십포부, 진로성취포부-

교육포부, 리더십포부-교육포부의 결정계수의 결정계수 모두 각각의 분산추출지수보다 작

기 때문에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 진로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 분산추출지수

성취포부 1 0.516

리더십포부 0.268 1 0.549

교육포부 0.258 0.445 1 0.620

<표 Ⅲ-7> 진로포부 척도의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한편, 진로포부 척도의 24개 문항을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모형 전체

에 대한 적합도와 관련하여 <표 Ⅲ-8>와 같이 나타나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

값에 대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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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
적합지수

CMIN/DF ≤3.0 2.150 적합

RMR ≤.05 0.093 양호

GFI ≥.90 0.817 양호

AGFI ≥.90 0.767 양호

PGFI ≥.50 0.641 적합

RMSEA ≤.10 0.086 적합

증분
적합지수

NFI ≥.90 0.881 양호

RFI ≥.90 0.864 양호

IFI ≥.90 0.933 적합

TLI ≥.90 0.922 적합

CFI ≥.90 0.932 적합

간명
적합지수

PRATIO ≥.50 0.871 적합

PNFI ≥.50 0.768 적합

PCFI ≥.50 0.812 적합

자료: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pp. 368-380. 재구성

<표 Ⅲ-8>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카이제곱 값은 일반적으로 다변량의 정상성과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만일 표

본의 크기가 200 이상이 되고, 측정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모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 지수가 되지 못하게 된다(Bentler & Bonett, 198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값 대신 절대 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

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MIN/DF 값은 3 이하로 나타나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2.150으로 나타나 적합도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및 부합도를 판단하는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RMR 값이 .093(.05 이하 적합), GFI 값이 .817(0.90 이상 적합), AGFI 값이 .767(0.90 이상

적합), PGFI 값이 .641(0.5이상 적합)이고, RMSEA 값이가 .0086(0.1 이하 적합)로 나타났

다. 또한 모형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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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 값이 .881(0.90 이상 적합), RFI 값이 .864(0.90 이상 적합), IFI 값이가 .933(0.90 이상

적합), TLI 값이 .922(0.90 이상 적합), CFI값이 .932(0.90 이상 적합)로 적합도의 기준치

값인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이 복잡도를 판단하는 간명적합지수는 PRATIO 값

이 0.871(0.50 이상 적합), PNFI 값이가 0.768(0.50 이상 적합), PCFI 값이가 0.812(0.50 이

상 적합)로 대부분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의 기준은 경험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시된 기준치

에 너무 미달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대업,

2008).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별한 모형의 적합도는 지수의 대부분은 기준치를 충족

하거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포부의 요인 구조에 대한 모형이 전반적으

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진로포부 측정도구는 진로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포부는 뚜렷하지 못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뚜렷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구통계학적 변인 측정도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전문대 학생이 인식하는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선행요인으로 성별, 형제·자매의 수,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소득 수준을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한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또

는 남성보호자)와 어머니(또는 여성보호자)로 따로 분류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은 학생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상, 상중,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은 최수정, 정철영(2007)이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

준을 측정한 연구에 사용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심리적·가정환경적 변인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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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취동기 측정도구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임선아와 강성은(2013)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성취동기측정

도구(KAM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McClelland와 Herman(1990)의 성취동기 공통 하위

요인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열정, 희망, 모험심, 자신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2

차적으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를 통해 최종 28문항을 확정하였다. 성취동기측정도구

는 열정, 희망, 모험심, 자신감이라는 4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

인별 문항 구성은 열정 11개 문항, 희망 7개 문항, 모험심 6개 문항, 자신감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8개 문항 전체에 대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3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열정 요인 0.869, 희망 0.827, 모험심 0.811, 자신감 0.772

로 나타났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검사(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 CDMSES)를 김경주(2011)가

번안한 도구를 전문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

항들은 원문과 비교하여 제시된 개념 및 설문 구성과 연구자의 의도, 한국의 실정과 문화,

한국 전문대 학생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CDMSES)는 목표설정요인, 미래계

획요인, 직업정보요인, 문제해결요인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25문항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자신감 정도를 5점 척도 즉,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

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목표설정요인, 미래계획요인, 직업정보요인, 문제해결

요인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목표설정 요인 0.89, 미래

계획 요인 0.76, 직업정보 요인 0.82. 문제해결 요인 0.69로 나타났다.

3) 진로장벽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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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 의해 지각된 진로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수현(2007)이

개발한 진로장애검사(KCBI)를 사용하였다. 진로장애검사는 크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장벽

과, 장애로 작용한다고 학생들이 느끼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여건들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느끼지 않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았다. 총 30개 문항 전체에 대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39으로 상당

히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심리적 장벽 0.935, 객관적·환경적 장벽 0.824로 나타

났다.

4)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개발한

‘가족 내 자녀 사회화과정에 관한 조사’ 자료의 부모-자녀관계의 성격에 관한 문항을 윤인

진, 임창규, 정재영(2007)이 수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윤인진 외(2007)는 부모-자녀 관계

문항들 중 아버지-자녀관계와 어머니-자녀관계에 관한 문항들을 사용해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육태도 관련 측정 도구는 민주적 양육과 강압적 양육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인 ‘민주적 양육’으로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

하거나, 잘 이해하거나, 대화를 자주 나누거나, 자녀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거나

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요인인 ‘강압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때

리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자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에서는 민주적 양육 점수가 높고 강압적 양육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

적 양육으로 보았고, 민주적 양육 점수가 낮고, 강압적 양육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

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비강압적 양육태도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압적 양육태도 문항(7개)을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역코딩하였다. 총 20개 문항 전체에 대

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는 0.9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적 양육이

0.950, 비강압적 양육이 0.931이었다.

라. 대학변인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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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학과만족도 측정도구

대학·학과만족도 검사는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의 연구팀이 대학의 전공학

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학교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

와 Braskamp, Wise, Hengstler(1979)가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학과평가 조사지를 나동진과 송재호(1985)가 번안하였고, 하혜숙(2000)이 이를

우리의 문화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혜숙(1999)의 대학·학과만족도 검사 도구

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인 문항별 반응 리커트(Likert)척도로 제작되었고, 전공학과의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

심에 따른 만족,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 학교에 대한 만족

으로 5개의 하위범주와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전체에 대한 도구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0.96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0.917,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0.854, 학과에 대한 일반적 관심 0.848,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0.762, 학교만족 0.928로 나타났다.

2) 교수지지 측정도구

교수지지는 김경주(2011)가 사용한 교수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경주(2011)의 교

수지지 측정도구는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한 지지

인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교수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66으로 상당히 높

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지지 0.948, 정보지지 0.945로 나타났다.

3) 대학 진로지원 측정도구

대학 진로지원 측정도구는 곽민호(2012)의 학교진로지원 측정도구 문항을 사용하였다. 곽민

호(2012)는 학교 진로지원 측정도구를 이재훈, 윤광현(2011) 및 이상희(2005) ‘부모의 진로지원’,

Turner 외(2003)의 parental career support’, Lent 외(2000)의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Nolten(1994)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등을 활용하여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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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대학 진로지원 측정도구는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각 8문항으로

구성되며,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는 0.980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정
보적 지원이 0.947, 실제적 지원이 0.946, 정서적 지원이 0.954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조사대상 전문대학의 협력 교수 및 교직원, 전문대 학생을 섭외한 뒤, 조사

도구 우편발송 및 방문전달, 이메일 발송, 설문지 수거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우선 무

선 표집된 37개 전문대학에 전화 연락을 통해 협력 교수 및 교직원, 학생 등의 각 대상 대

학별 조력자 1인을 확보하여 연구의 목적 및 협조 안내, 표집대상, 설문 기간, 설문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후, 설문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설문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소수의 설문 협조자의 요청으로 온라인 설문 시

스템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는 2016년 4월 둘째 주부

터 약 2주간 진행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 수정 및 제거 과정을 거쳐 문항을 보

완하고, 최종 설문지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편조사, 이메일을 주로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설

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조사의 경우, 설문 방식에 대한안내문과 설문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이메일 조사의 경우, 설문지 파일 송부 시, 설문 방식에 대

한 안내를 함께 제공하였으며, 문서 연결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3가지 형태(한글, 워드,

pdf)로 발송하였다. 설문지를 발송한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설문 협력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설문지 수거

는 대학별 협력자가 해당 대학의 설문지를 취합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구자에게

재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신 확인 후, 협력자에게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1,1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803부(회수율 72.3%)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중복응답,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그리고

이상치로 판단되는 케이스를 제외하여 총 734부(유효응답률 91.4%)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9>과 같다. 성별은 여자(64.9%)가 남자



- 64 -

(35.1%)에 비해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전체의 45.4%로 가장 많았다. 학생의 성적은 중

간이 전체의 47.1%로 가장 많았으며, 계열은 공학계열이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31.6%는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10개) 학생이 44.7%, 비수도권 전문대학(18개) 학생이 55.3%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58 35.1

여자 476 64.9

학년

1학년 233 31.7

2학년 333 45.4

3학년 159 21.7

4학년 9 0.012

성적

상 62 8.4

중상 166 22.6

중 346 47.1

중하 122 16.6

하 38 5.2

계열

인문·사회·교육 248 33.7

자연과학·의학 166 22.6

공학 232 31.6

예체능 88 12.0

취업경험
있음 232 31.6

없음 502 68.4

대학 소재지
수도권(10개 대학) 328 44.7

비수도권(18개 대학) 406 55.3

계 734

전문대학 N = 28

<표 Ⅲ-9>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구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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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for Window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부터 [연구문제 5]를

확인하기 위하여 HLM 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유의

도 0.01 수준으로도 판단하여 제시하였다.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생 개인과 대학이라는 2개의 서로 다

른 수준의 위계적 자료 구조(hierarchical data structures)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는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가정환경적 변인에 의한 영향을 받을 뿐 만 아니

라 개인이 속해 있는 대학(조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분석단위 및 측정수준이

위계적 자료 구조인 경우 적합한 통계분석방법이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한 HLM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HLM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 HLM 절편·기울기 결과모형(Intercepts- and Slopes-as-Outcomes

Model), HLM 상호작용 효과 모형(Cross- level interaction)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방법

 진로포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수준 ∙ 기술통계

 진로포부의 개인 및 집단 차원의 변량
∙ HLM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효과
∙ HLM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 분석
   (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
∙ HLM 절편·기울기 결과 모형 분석
(Intercepts and Slope as Outcomes 
Model)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과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 HLM 상호작용 효과 모형 분석
(Cross-level interactionl)

<표 Ⅲ-10>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

가. HLM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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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M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은 개인 수준(1

수준)과 대학수준(2수준)으로 이루어진 각 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인인

진로포부와 집단구분만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HLM 무선효

과 일원변량분석을 위해 종속변인인 진로포부를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으로 구분하

고, 2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대입하여 통합모형을 획득한 후, 집단 내 상관(ICC:

Intraclass correlation)계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모형에서 나타나

는 두 무선효과의 합은(u0j + rij) 진로포부의 총 분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총 분산을 구

성하는 두 오차항의 크기와 집단 내 상관 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집단 내 상관 계수는

종속변수인 진로포부의 총 분산 중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량을 의미한다.

1)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

Yij = βoj + rij rij ～ N(0, σ
2)

Yij : J번쨰 집단 i번째 학생의 종속변인(진로포부) 값

βoj : j번째 대학에서 응답한 진로포부 평균

rij : j번째 대학 i번째 학생의 무선오차(random error)

σ2 : 집단 내 변량

2)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βoj = ϒ00 + u0j u0j ～ N(0, τ00)

βoj : j번째 대학 전체 평균의 함수 값

ϒ00 : 진로포부 전체 평균
u0j : j번째 집단의 무선효과(random effect)

τ00 : 집단 간 변량

3) 통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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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j = ϒ00 + u0j + rij
ϒ00 : 고정효과(fixed effect)
u0j, rij : 무선효과(random effect)

4) 집단 내 상관(ICC)

ICC = τ00 / (τ00 + σ
2)

τ00 : 집단 간 변량

σ2 : 집단 내 변량

나. 무선효과 회귀계수분석

다음으로 개인 차원 변인 설명량 산출을 위한 HLM 무선효과 회귀계수분석을 실시하였

다. HLM 무선효과 회귀계수분석은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에만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에는 투입하지 않은 다층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HLM 무선효

과 회귀계수분석을 위해 집단 내 모형에 개인 차원 독립변인인 개인변인(인구통계학적 변

인,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을 투입하고, 집단 간 모형에는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

는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

Yij = βoj + β1j(성별) + β2j(학년) + β3j(취업관련경험) + β4j(성취동기) + β5j(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 β6j(진로장벽) + β7j(가정의 소득수준) + β8j(부모의 교육수준) + β9j

(부모의 양육태도) + rij, rij ～ N(0, σ
2)

2)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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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집단간 기울기 차이의 주

된 관심이 아닌 변인들의 회귀계수 오차(u1j ～ u9j)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βoj = ϒ00 + u0j u0j ～ N(0, τ00)

β1j = ϒ10 + 0
β2j = ϒ20 + 0
β3j = ϒ30 + 0
β4j = ϒ40 + 0
β5j = ϒ50 + 0
β6j = ϒ60 + 0
β7j = ϒ70 + 0
β8j = ϒ80 + 0
β9j = ϒ90 + 0

다. HLM 절편-기울기 결과모형분석

다음으로 HLM 절편-기울기 결과모형(intercepts-and slopes-as-out-comes model)분석

을 실시하였다. HLM 절편- 기울기 결과모형분석은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의 세 번째 단

계로 조직 변인의 설명량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HLM 절편-기울

기 결과분석을 위해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에 개인 변인을 모두 투입한 후 2수준 모형

(집단 간 모형)에 대학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우 대학 변인의 투입 전과 투입

후의 비교를 통해 대학 변인의 순수효과를 구명하는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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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

Yij = βoj + β1j(성별) + β2j(학년) + β3j(취업관련경험) + β4j(성취동기) + β5j(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 β6j(진로장벽) + β7j(가정의 소득수준) + β8j(부모의 교육수준) + β9j

(부모의 양육태도) + rij, rij ～ N(0, σ
2)

2)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집단간 기울기 차이의 주

된 관심이 아닌 변인들의 회귀계수 오차(u1j ～ u9j)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βoj = ϒ00(절편) + ϒ01(대학위치) + ϒ02(학과계열) + ϒ03(대학․학과만족도) + ϒ04(대학의
진로지원) + ϒ05(교수지지) + u0j

β1j = ϒ10 + 0
β2j = ϒ20 + 0
β3j = ϒ30 + 0
β4j = ϒ40 + 0
β5j = ϒ50 + 0
β6j = ϒ60 + 0
β7j = ϒ70 + 0
β8j = ϒ80 + 0
β9j = ϒ90 + 0

라.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cross-level interaction) 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호작용 효과 분석은 기울기(회귀계수)가 대학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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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대상으로 대학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수준 모형에 대학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개인변인인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

험, 진로장벽,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태도를 투입하였다. 또한, 개

인 및 대학 변인의 수준 간 순수한 상호작용을 구명하기 위해 개인 변인 중 성별, 학년,

취업관련 경험을 제외한 연속 변인을 집단평균으로 중심점을 교정하였다. 2수준 모형에는

대학 변인인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을 투입

하였다.

1)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

Yij = βoj + β1j(성별) + β2j(학년) + β3j(취업관련경험) + β4j(성취동기) + β5j(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 β6j(진로장벽) + β7j(가정의 소득수준) + β8j(부모의 교육수준) + β9j

(부모의 양육태도) + rij, rij ～ N(0, σ
2)

2)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βoj = ϒ00(절편) + ϒ01(대학위치) + ϒ02(학과계열) + ϒ03(대학․학과만족도) + ϒ04(대학의
진로지원) + ϒ05(교수지지) + u0j

β4j = ϒ40(절편) + ϒ41(대학위치) + ϒ42(학과계열) + ϒ43(대학․학과만족도) + ϒ44(대학의
진로지원) + ϒ45(교수지지) + u4j

β5j =ϒ50(절편) + ϒ51(대학위치) + ϒ52(학과계열) + ϒ53(대학․학과만족도) + ϒ54(대학의
진로지원) + ϒ55(교수지지) + u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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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의 기초 통계치

가. 진로포부 수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의 기초 통계치는 <표 Ⅳ-1>과 같다. 전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포부 수준은 보통 이상(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포부의 하위요인별로는 성

취포부(3.91), 교육포부(3.45), 리더십포부(3.45)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

학생은 자신의 진로영역에서 성취하고자하는 포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포부,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포부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진로포부 3.59 0.713 1.58 5.00

- 성취포부 3.91 0.713 1.50 5.00

- 리더십포부 3.40 0.867 1.00 5.00

- 교육포부 3.45 0.872 1.00 5.00

주)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의 응답 결과임.

<표 Ⅳ-1>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의 기초 통계치

나. 개인 변인

전문대 학생의 개인 변인 기초 통계치는 <표 Ⅳ-2>와 같다. 개인 변인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험)과 심리적 변인(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가

정환경적 변인(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으로 구분된다. 인구통계

학적 변인 중 성별, 취업 관련 경험 등은 0과 1로 입력된 더미변인으로, 평균값은 응답자 중 1

로 입력된 특성을 지닌 응답자가 차지한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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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리적 변인에서는 성취동기가 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3.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은 상대적으로 낮게(2.72) 나타났다. 또한 가정환경적 변인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모두 보통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민주적 양육이 3.92로 높게 측정되었고, 강압적 양육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구통계학적 변인

- 성별 0.35 0.478 0.00 1.00

- 학년 1.92 0.760 1.00 4.00

- 취업 관련 경험 0.38 0.486 0.00 1.00

심리적 변인

- 성취동기 3.79 0.633 1.21 5.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58 0.596 1.00 5.00

- 진로장벽 2.70 0.668 1.00 5.00

가정환경적 변인

- 가정의 소득수준 2.86 0.886 1.00 5.00

- 부모의 교육수준 2.52 1.063 1.00 5.00

- 부모의 양육태도 2.87 0.872 1.00 5.00

민주적 양육 3.98 0.783 1.00 5.00

비강압적 양육 1.76 0.927 1.00 5.00

주 1) 성별, 취업 관련 경험은 0, 1로 입력한 더미변인임.
      성별: 남(1), 여(0) / 취업 관련 경험: 있음(1), 없음(0) 
주 2)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등은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의 응답 결과임.

<표 Ⅳ-2> 전문대 학생의 개인 변인 기초 통계치

다. 대학 변인

전문대 학생의 대학 변인 기초 통계치는 <표 Ⅳ-3>과 같다. 대학 변인은 크게 대학위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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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 변인 중 학과계열은 인문·사

회·교육, 자연과학·의학, 공학, 예체능 계열로 구분하였으며, 학과 계열은 전문대학 공시정보 원

자료의 대학별 재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학과계열은 자연과학·의학 계열이 0.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문·사회·교육(0.30), 공학(0.23), 예체능(0.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학과만족도는 평균 3.61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별로는 학

과에 대한 인식(3.66), 학교만족(3.58), 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3.75),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53), 학과에 대한 관심(3.51), 등의 순이었다. 대학의 진로지원은 평균 3.77로 보통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별로는 정보적지원(3.94), 실제적지원(3.72), 정서적지원(3.64) 등의 순

이었다. 교수지지 역시 평균 3.68로 보통 이상이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학위치 0.31 0.465 0.00 1.00

학과
계열

인문·사회·교육 0.30 0.175 0.00 0.75

자연과학·의학 0.36 0.306 0.00 1.00

공학 0.23 0.244 0.00 0.71

예체능 0.10 0.122 0.00 0.56

대학·학과만족도 3.61 0.823 1.00 5.00

-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3.75 0.762 1.00 5.00

-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3.53 0.737 1.00 5.00

- 학과에 대한 관심 3.51 0.728 1.00 5.00

- 학과에 대한 인식 3.66 0.632 1.60 5.00

- 학교만족 3.58 0.763 1.00 5.00

대학의 진로지원 3.77 0.554 1.28 5.00

- 정보적지원 3.94 0.632 1.00 5.00

- 실제적지원 3.72 0.627 1.60 5.00

- 정서적지원 3.64 0.732 1.00 5.00

교수지지 3.68 0.782 1.00 5.00
주 1) 대학위치는 더미변인(0,1)으로 수도권(1), 지방(0) 임.
주 2) 학과계열은 응답대학의 전문대학 공시자료(2015년 기준) 재학생 비율임.
주 3)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은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의 응답 결과임.

<표 Ⅳ-3> 전문대 학생의 대학 변인 기초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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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포부의 개인 및 대학 차원 변량

진로포부에 대한 HLM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분석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HLM 무선효

과 일원변량분석은 전문대 학생 진로포부의 전체 변량을 학생과 대학 차원 변량으로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및 대학 수준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최소 모형이다. 우선 고정효과 분석 결과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은 평균 3.59으로 95% 신뢰구간에서 기초통계로 산출된 평균과 동

일하였다. 이는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차원 간 차이를 반영하는 변량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차원의 변량은 0.035, 학생 차원의 변량은 0.188로 나타났다.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는 0.069로 진로포부의 전체 변량 중 6.9%가 대학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

며, 나머지 93.1%는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에 해당한다. 변량의 비율에 따른 전문대 학

생의 진로포부 차이는 대학 차원에서보다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별로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χ² 검증(49.939) 결과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진로포부 수준은 전문대학별로 차이가 집단 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이 통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진로포부

의 차이를 개인 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변인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ϒ00) 3.587 0.072 49.939**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²

집단 간 변량(τ00) 0.188 0.035 28.836**

집단 내 변량(σ2) 0.688 0.473

집단 내 상관계수(ICC) 0.069

*p<0.05, **p<0.01
주) 집단 내 상관계수(ICC)=집단 간 변량(τ00)/(집단 간 변량(τ00)+집단 내 변량(σ2))

<표 Ⅳ-4> 진로포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 75 -

한편 HLM 일원분산 분석을 통해 제시한 집단 간 변량은 개인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

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 변인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변인

을 통제하고 대학 간 변량을 분할해야 한다. 개인 차원의 변인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

인, 가정환경적 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 진로포부의 집단 간 변량은 17.1%, 집단 내 변량은 82.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 변인 통제 후 진로포부에 대한 집단 간 변량이 증가한 까닭

은 개인 변인의 투입으로 진로포부의 집단 내 변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진로포부의 집

단 간 차이(χ²=61.87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 참조).

구분 집단 간 변량 집단 내 변량 χ²

개인 변인 통제 전
0.035
(6.9%)

0.473
(93.1%)

28.836**

개인 변인 통제 후
0.044
(17.1%)

0.212
(82.8%)

61.878**

*p<0.05, **p<0.01

<표 Ⅳ-5> 개인 변인의 통제 전과 후의 진로포부의 변량 구성 비율

이상의 전문대 학생 진로포부의 개인 및 대학 차원의 변량 분석을 통해, 진로포부에 관한 대

학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학 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은 전문

대학교 학생 간 차이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문대학에서 진로포부의

차이는 대학 차원에서보다 동일한 대학 내 학생들 사이에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진로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수하게 대학 차

원 변인을 통해 진로포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의 크기는 최대 17.1%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진로포부의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 및 대학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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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효과

진로포부에 대한 학생 차원 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진로포부와 개인 변인(진로결정 자

기 효능감, 진로장벽,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 변인(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수가 진로포

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세부적으로는 성취동기(r=0.732), 진로장벽

(r=0.65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0.632) 등 개인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의 진로지원(r=0.615), 대학·학과만족도(0.513), 교수지지(r=0.520) 등 대학 변인과의 상관관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높더라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되면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Gunst(198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다중 공선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진단을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차한계

(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에 대한 해석은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공차한계

값이 0.1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변량팽창계수에 대한 해석은

변량팽창계수가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공차한

계와 변량팽창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0.287～0.430, 변량팽창계수는 2.371～6.432로 나타

나,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인들 상호간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참조).

변인 공차한계 변량팽창계수
성취동기 0.318 3.26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287 3.193
진로장벽 0.353 4.307

부모의 양육태도 0.378 6.432
대학·학과만족도 0.430 5.789
대학의 진로지원 0.349 2.371

교수지지 0.388 5.757

<표 Ⅳ-6> 진로포부 관련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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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효과 구명을 위해 설정한 HLM 무선효과 회귀

계수모형(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의 분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개인 수준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집단 내 모형에 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험,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투입하였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성별, 학년, 취업관련 경험, 진로장벽,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

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성취동기(t=7.119,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t=3.352, p<0.01) 등은 진로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 학생이 성취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확신에 차있는 경우 진로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취동기의 회귀계수는 0.561

로 성취동기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진로포부 수준은 0.56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회귀계수는 0.283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진로포부 수준

은 0.283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

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순으로

진로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044로 무선효과 모수인 τ00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

나(χ²=61.878, p<0.01) 개인 변인에 따른 진로포부의 효과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개인 변인에따른진로포부의효과가전문대학별로 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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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ϒ00) 3.724 0.153 23.682**

인구통계학적 변인

     - 성별 0.079 0.086 1.011

     - 학년 0.023 0.057 0.240

     - 취업 관련 경험 -0.025 0.034 -0.139

심리적변인

     - 성취동기 0.463 0.035 7.119**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283 0.788 3.352**

     - 진로장벽 0.018 0.084 0.291

가정환경적 변인

    - 가정의 소득수준 0.028 0.049 0.034

    - 부모의 교육수준 0.046 0.043 0.823

    - 부모의 양육태도 -0.009 0.077 -0.217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²

집단 간 변량(τ00) 0.209 0.044 145.602**

집단 내 변량(σ2) 0.476 0.212

*p<0.05, **p<0.01

<표 Ⅳ-7>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효과

한편 개인 변인을 투입한 후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인 변

인의 설명량은 <표 Ⅳ-8>과 같다. 진로포부의 집단 내 변량은 개인 변인 투입 전 0.473에서 투

입 후 0.212로 감소하였으며,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설명량은 55.1%로 나타났다.

구분 진로포부

개인 변인 투입 전 집단 내 변량 0.473

개인 변인 투입 후 집단 내 변량 0.212

개인 변인의 설명량 55.1%

주) 설명량(R2)=(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 100

<표 Ⅳ-8>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설명량(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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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는 <표 Ⅳ-9>과 같다. 대학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대학 차원 모형에 대학위치, 학과계열, 학교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을 투입하였다.

고정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학과만족도

(t=3.867, p<0.05)로 나타났으며,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의 대학 변인

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학과만족도는 전문대 학생

의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 변인을 포함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대학 각각의 대학·학과만족도 수준에 따라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달

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문대 학생이 속한 대학의 대학·학과만족도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을수록 진로포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무선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031로 나타나, 무선효과의 모수인 τ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53.199,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포부가 대학

별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ϒ00) 2.511 0.457 7.558**
대학위치 0.046 0.681 0.630
학과계열

     - 인문·사회·교육 -0.012 0.199 1.241
     - 자연과학·의학 0.032 0.274 0.060
     - 공학 0.088 0.234 0.132
     - 예체능 0.075 0.514 -0.207

대학·학과만족도 0.123 0.141 3.867*
대학의 진로지원 0.067 0.112 0.556

교수지지 0.081 0.163 0.625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²

집단 간 변량(τ00) 0.176 0.031 53.199**
집단 내 변량(σ2) 0.663 0.439

*p<0.05, **p<0.01

<표 Ⅳ-9>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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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 변인 투입 후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대학 변인의

설명량은 <표 Ⅳ-10>와 같다. 진로포부의 집단 간 변량은 대학 변인 투입 전 0.044에서 투입

후 0.031로 감소하였으며,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설명량은 29.5%로 나타났다.

구분 진로포부

대학 변인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044

대학 변인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31

대학 변인의 설명량 29.5%

주) 설명량(R2)=(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 100

<표 Ⅳ-10> 진로포부의 집단 간 차이에 관한 대학 변인의 설명량(R2)

또한 대학 변인의 순수 효과 구명을 위해 HLM 절편-기울기 결과모형(Intercepts and

Slope-as-Outcomes Model)을 활용하여, 집단 내 모형에 개인 변인을 투입한 후 집단 간 모형

에 대학 변인인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을 투입하

였다. 분석 결과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순수 효과는 <표 Ⅳ-11>과 같이 나타났다.

고정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대학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학과만족도는

개인변인을 통제하고 대학변인을 투입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학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의 진로지

원, 교수지지 등은 순수효과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선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031으로 나타나 무선효과의 모수인 τ00의

추정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53.199,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 및 대학 변인의

투입 이후에도 진로포부 수준은 대학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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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ϒ00) 2.695 0.211 2.226**

대학 변인

대학위치 0.142 0.325 0.126

학과계열

     - 인문·사회·교육 -0.009 0.213 1.241

     - 자연과학·의학 0.028 0.286 0.060

     - 공학 0.058 0.237 0.132

     - 예체능 0.056 0.538 -0.207

대학·학과만족도 0.361 0.749 4.830**

대학의 진로지원 0.023 0.638 0.702

교수지지 -0.129 0.626 0.564

개인 변인(통제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 성별 0.013 0.045 0.278

     - 학년 0.011 0.032 0.350

     - 취업 관련 경험 -0.019 0.047 -0.395

심리적 변인

     - 성취동기 0.462 0.061 7.61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356 0.064 5.559**

     - 진로장벽 0.112 0.031 0.335

가정환경적 변인

     - 가정의 소득수준 0.013 0.018 0.768

     - 부모의 교육수준 0.031 0.017 1.765

     - 부모의 양육태도 -0.041 0.023 -1.754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²

집단 간 변량(τ00) 0.481 0.039 114.071**

집단 내 변량(σ2) 0.461 0.228

*p<0.05, **p<0.01

<표 Ⅳ-11> 개인 변인 통제 후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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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 수준 변인을 통제한 후 대학 변인의 고정효과와 무선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대학 변인의 설명량은 <표 Ⅳ-12>와 같다. 진로포부의 집단 간 변량은 대학 변

인 투입 전 0.044에서 투입 후 0.039으로 감소하였으며,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순수 설명

량은 11.4%로 나타났다.

구분 진로포부

대학 변인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044

대학 변인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39

대학 변인의 설명량 11.4%

주) 설명량(R2)=(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 100

<표 Ⅳ-12> 개인 변인 통제 후 진로포부의 집단 간 차이에 관한 대학 변인의 순수 설명량(R2)

5.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과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로 대학 수준 변인의 조

절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개인 변인(성취포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대상으로 대학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성취동기와 대학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과계열에서는 자연과학·의학

계열(t=1.056, p<0.05)과 공학계열(t=0.980, p<0.05)이 진로포부에 대한 성취동기 기울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지지(t=0.980, p<0.05) 역시 진로포부에 대한 성취동기의

기울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성취동기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연과학·의학 계열과 공학계열의 비중이 높고, 교수지지가 높은 대

학의 경우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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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의 진로지원(t=2.962, p<0.05)은 진로포부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기울기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앞서 성취동기와 마찬가지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의 진로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포

부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ϒ00) 2.654 1.415 1.875**

성취동기

  절편(ϒ00) 0.678 0.057 1.342*

  *대학위치 0.005 0.201 0.094

  *학과계열

     - 인문·사회·교육 0.029 0.118 1.279

     - 자연과학·의학 0.028 0.180 1.056*

     - 공학 0.090 0.176 0.980*

     - 예체능 0.015 0.205 0.537

  *대학·학과만족도 0.002 0.006 0.125

  *대학의 진로지원 0.066 0.136 0.466

  *교수지지 0.216 0.362 2.39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절편(ϒ00) 0.096 0.051 1.878*

  *대학위치 -0.154 0.163 -0.872

  *학과계열

     - 인문·사회·교육 -0.020 0.181 -1.768

     - 자연과학·의학 -0.081 0.179 -1.561

     - 공학 -0.065 0.175 -1.113

     - 예체능 -0.022 0.199 -0.427

  *대학·학과만족도 -0.001 0.005 -0.113

  *대학의 진로지원 0.022 0.137 2.962*

  *교수지지 -0.061 0.115 0.811

*p<0.05, **p<0.01

<표 Ⅳ-13>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과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 84 -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영역에서의 성공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의 정도는 평균

3.59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대 학생들은 4년제 학생들에 비해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나승일 외, 2002),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황

미영, 1989)한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전문대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로에 대한 성취, 리

더가 되고 싶어하는 포부, 교육에 대한 포부를 비교적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인 인식 상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해 학업능력이 낮다는 편견을 갖고 있

거나 4년제 대학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고무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진로포부의 수준을 구성요인별로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성취포부에 대한 수준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진로영역에서의 성취에 대한 가치를 리더가 되거나 상위과정

으로 진학에 대한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결과(Gregor & O’Brien, 2015)와 일치하

는 것이다.

나.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변량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변량을 분석한 결과 대학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6.9%, 학생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9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차원 변인인 인구

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험)과 심리적 변인(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장벽), 가정환경적 변인(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한 후에는

대학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이 1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포부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χ²=61.878, p<0.01) 나타났다. 이는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차원

변인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대학 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이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포부 수준의 차이가 대학 차원에서보다 동일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사이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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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전승환, 2013).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 수준의 설명량은 개인

수준의 설명량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제시되는 의미와는 별개로 전문

대학이 내재하는 대학 특성이 투영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포부는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있어 결과변인으로 주로

거론 된다(김대연, 강경찬, 1996; 정지혜, 2006). 이는 학생 뿐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진로포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연구결과는

진로포부의 집단 간 변량의 값이 집단 내 변량의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경우, 집단 내 상관 계수가 5~25%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희연, 노승철, 2015)이므로 위계적 선형모델의 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대학 차원의 변인들에 의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진로포부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직 차원의 변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김경주, 송병국, 2011;

Rojewski, 2005)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포부의 집단 간 변량 값은 대학 수준 변인들의 효과가 직접적

으로 반영된 것만을 의미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들의 효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개인 변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 간 변량에 대한 실제적 의미는 변인의 중요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의 진로포부가 학업성취를 높이는 핵심적

인 결과변인으로 고려되는 점에 근거하여, 대학 간 변량값이 비록 작게 나타나더라도 그 실제적

의미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다.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효과

이 연구에서 진로포부의 개인 변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집단 내 변량의 55.1%를 설명

하였다. 또한, 학생 차원 변인별로는 성취동기(t=7.119,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t=3.352,

p<0.01) 등은 진로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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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진로포부와 관련된 개인 수준 변인의 구명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가

정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선행연구(김대연, 강경찬, 1996; 구봉수, 1976; 박은혜,

2006; 정우현, 1987; O'brien, 199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진로포부 관련변인으로 대

표되는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비롯한 일부 요인에 대한 고찰로 인해, 연구를 단순화하여 진행하

는 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의 하부 요인별

설명량을 비교해보면, 진로포부의 주체인 학생의 심리적 변인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

며, 이 밖에인구통계학적변인, 가정환경적 변인도일부영향력을 미친다는것을확인할 수있다.

진로포부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분석 결과 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험 등은 진로

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나 학년은 대체적으로 진로

포부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어윤경, 2011;

유정이 외, 2004; 이종범 외, 2012, 최예슬, 오현석, 2011). 성별의 경우 일부 선행연구(Betz &

Hackett, 2006; Fitzgerald & Crites, 1980)에서 진로포부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이 보고되었는데,

해당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은 아직 사회구조가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직업선택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제약을 받던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이전 시기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로, 이 연구들에서도 고등학교 이후이 시기에는 남학생과 여학

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학교 단계가 올라갈수록 성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어윤경,

2011; 최예슬, 오현석, 2011; 황매향, 2006; ).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를 지지하였다(김희수, 2005; 손은령, 김계현, 2002; 이아라, 2006; Kanfer, Ackerman, &

Heggestad, 1996; Rife & Kilty, 1990).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자신에 능력

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어 진로성취, 리더십, 교육에 대한 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성취동기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

다(박은혜, 2006; 이명진, 2009; Zimmerman, Bandura, & Matinez–Pons, 1992). 이는 학

생들이 성취를 이룰수 있는 내외적 영향요인이 많이 있을수록 진로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진로포부가 높을수록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성취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긍정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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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로를 가질수록 자녀의 진로포부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광자 외, 2005; 이현주,

1999; O' Brien, Friedman, Tipton, & Linn,2000)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진로포부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관련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진로포부 수준은 가

정환경에 따라 일관되게 높아지지 않고, 곡선적 관계를 갖거나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분석 결과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설명량은

29.5%, 개인 변인 통제 후 대학 변인의 순수 설명량은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

학 차원 변인별로는 대학·학과만족도(t=3.867, p<0.05)가 진로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 변인별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대학·학과만족도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권혁진, 2009; 김혜주, 2007; 박명자, 2008; 심은숙, 2003; 이진희, 2009). 즉 개

인수준의 변인을 포함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해당 전문대학 학생들의 대학·학과

만족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

학과만족도는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학과에 대한 일반적 관심,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 만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들

의 진로포부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및 학과 운영에 있어서 교수-학생 간의 관계, 학교 평판

등의 학생들의 대학·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학위치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수도권 대학이 지방 대학

에 비해 진로포부의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장현진, 이지혜, 2012)와 대도시가 읍면동에 위치한

학교에 비해 진로포부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성식, 정철영, 2007)를 지지하지 않았다. 연구결

과가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지역 간의 불균형과 지역격차의 감소(김경수, 김형

빈, 2006)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격차는 정책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김영종,

2009; 서민철, 2007) 현재 국내 환경은 2003년 이래로 과거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로 인해 각 도시

에 지방기관을 이전시키고, 고속철도를 유치하는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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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와 읍면동에 위치한 학생들의 정보획득의 기회에 있어 대도

시와 읍면동의 학생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시켜 특성화 방안을 수립(교육부, 2013)하도록 하

고 있어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의 기회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즉, 전문대

학생들은 대학이 소재한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

지않았다고 유추할수 있다.

학과계열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였다(채창균, 2006, 정선욱, 2009).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과계열은 진로포부와

무관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계열의 경우 일부 선행연구

(손은령, 김계현, 2002; 정산욱, 2009)에서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영량력을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으며, 채창균(2006)의 경우 계열에 따라 진

로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대상이 실업계고 학생으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전문대학이 학과개편과정에서 계열간의 구분을 초월하여 통섭형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 최근 교육 방향과 일치한다. 교육부(2015)는 최근 프라임 선정 대

학의 모집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등 학과계열에 대한 구분을 줄이고 다방면에

지식을 보유한 ‘통섭형 인재’ 육성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급 대학

들은 교육운영에 있어 과거와 같이 계열 구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

생들의 진로포부가 계열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분석 결과 대학의 진로지원

(t=2.805, p<0.01)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변인이 진로포

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 변인은 진로포부를 형성하는 개인의 특성과도 연계되어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 변인이 개인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는 우선,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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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에 대한 성취동기의 정적 효과는 교수지지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교수진들의 학생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진로포부에 미

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의 경우 진로포부 수준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포부에 대한 성취동기의 정적 효과는 학과계열 측

면에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자연과학·의학, 공학 계열이 높은 학교는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이공계 육성

정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과 같은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진로포부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적 효과는 대학의 진로지원에 의

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진로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향후

대학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성취를 높이기위한 선행기재로서 작용하기 위해 대학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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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구명

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과

그와 관련된 개인 및 대학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진로포부는 개인 및 대학에 따

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전문대학의 개인 변인은 진로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

째, 대학 변인은 진로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진로포부에 대한 개인 변인

과 대학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138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468,590명의 학생이었다. 표집은 대

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차원(학생)과 조직 차원(대학)에서의 적정수를 고려하여 이루

어졌다. 즉 전문대 학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

계열, 학년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학생의 비율이 반영된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모집단의 인

문·사회·교육계열, 자연과학·의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30.2:24.1:30.3:15.4

의 비율을 고려하여 총 1,110명을 표집하였다. 학교별로는 인문·사회·교육계열 9명, 자연·

과학·의학계열 7명, 공학계열 9명, 예체능 3명 씩 총 3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포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험), 심리적 변인(성

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가정환경적 변인(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조직 변인(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

원, 교수지지) 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진로포부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진로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의 하위영역별로 구성된 문항을 전문대학에 맞게

수정 한 후 예비조사에서 내적일치도, 문항-전체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변별

력,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0.934

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부모의 양육태도, 대학·학

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등의 측정도구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

도구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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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편조사 및 방문,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110부를 배포하여 총 80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2.3%이었다. 이 중에서

불성실응답, 중복응답, 미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총 73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

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20.0 프로그램과 HLM 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와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LM)의 HLM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HLM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 HLM 절편-기울기 결과 모형, HLM 상호작

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문대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성취, 리더십, 교육에

대한 포부는 평균 3.59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진로에 대한 성취포부가 평균

3.91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포부(평균 3.45), 리더십포부(평균 3.40)보다 수준이 높았다.

둘째, 진로포부의 전체 변량 중 집단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6.9%,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93.1%이었다. 또한, 개인 변인을 통제한 후 집단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

량은 17.1%,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82.8%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 학생의 진로

포부 수준은 집단 간 차이보다는 개인 간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셋째, 진로포부에 관한 개인 변인의 설명량은 개인변인의 설명량이 55.1%이었다. 개인

변인 중 성취동기(β=0.46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0.356)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성별, 학년, 취업 관련 경험, 진로장벽,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의 양육태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진로포부에 관한 대학 변인의 설명량은 29.5%이었으며, 개인 변인을 통제한 후 조

직 변인의 순수 설명량은 11.4%이었다. 대학 변인 중 대학·학과만족도는(β=0.123)는 진로

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은 전

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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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첫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즉, 전문

대 학생은 진로성취, 리더십, 교육에 대한 포부가 보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관이 형성되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포

부수준에서 성취에 대한 포부가 리더십 및 교육에 대한 포부보다 높았다. 이는 향후 전문

대 학생의 지도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진로영역에서의 지위획득 혹은 직장 내에서의 성

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진로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리더십과 교

육에 대한 포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는 입직 후 관리 역량,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계속교육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문대학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은 대학차원의 변인과 개인차

원의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는 대학차원의 변인보다 개인

차원의 변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대학 변인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개인 변인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변인의 효과보다는 그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 차원의 변인들에 의해 전문대 학생의 진로

포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전문대학교 학생들의 진로포부는 학업 성취를 높이는 핵심적인 사항이며, 이

로 인해 학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학생 뿐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전문대 학생의 개인적 변인은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순으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타인으로부

터 인정을 받으며, 성취 지향적이며,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진로

포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

을 제고함에 있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활동적으로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대학이 단순히 학문의 전달에만 급급하지 않고, 학생들의 목표 형성

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성취를 위한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학과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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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 변인에서는 대학·학과만족도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변인을 포함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전문대학의 학교·학과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 및 학과 운영차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

고할 경우, 대학 구성원으로 소속된 학생들의 진로포부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전문대 학생의 개인 변인 중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 성취동기는 교수지지, 이공계

열(자연과학·의학, 공학계열)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의 진로지원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킨다. 이는 대학차원에서는 교수

지지의 강화, 이공계열의 확대, 대학의 진로지원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성취동기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제언

첫째, 전문대학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대학 내에서도 특성화 분야와 비특성화 분야를 구

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계열 특성에 따라 전문대

학생이 인식하는 성취동기 대한 인식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현

재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의 시행을 통해 지역 산업 동향 및 대학의 내부적 특성을 반

영하여 산업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평생직업교육대학 등 각기 다른 대학의 발전방

향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대학 유형별로 전문대학의 진로포부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을 이공계와 비이공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거나, 대학 내에서도 특성화 분야와 비특성화 분야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포부와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의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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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변

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양육태도, 진로장벽과, 대학 수준 변인인 학교 위치 등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변인들은 다른 변인을 통해 진로포부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선후관계 및 수준을 고려하여 진로포부의 결과변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구명하였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관련 변인들과

진로포부와의 구조적 관계와 경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의 집단 간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에 대한

탐색 및 위계적 수준을 다양화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대학 차원

변인으로 설정한 대학위치, 학과계열, 대학․학과만족도, 대학의 진로지원, 교수지지 등은

진로포부에 대한 전체 집단 간 변량의 약 1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변인 외에 잠재적 변인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차원과 대학 차원의 두 가지 위

계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연구를 통해 진로포부에 대학 개인 내적인 특성(심리적 변인)외

에 외적인 특성(가정환경적 요인) 및 대학변인 대한 추가적인 변인을 탐구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외적인 특성(가정환경적 요인) 및 대학 차원의 변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측정 방법 및 수준을 다양화하여 진로포부 관련 변인들의 위계

적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포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

해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 다양한 학년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

로 진로포부 수준을 측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구명하는데 제한이 있

었다. 특히 전문대학교는 현재 정책적인 영향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과정 개편 및 특

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실정이다. 이

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포부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가장 높게 발현되는지, 대

학의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명하는 후속연

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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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예비조사용 질문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은 어떠하고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지는 총 10면(표지 포함)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한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여 연구에 협조해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 나승일

석사과정 :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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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여러분의진로에대해어떤바람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문항을읽고자

신에게해당하는번호중하나에√표하십시오.

진로포부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다소
그렇다

제법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취포부

1)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 € � ‚ ƒ „

2) 나는 내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이 미치기를 원한다. € � ‚ ƒ „

3) 나는 내가 앞으로의 직장에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내
상사/고용주가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 � ‚ ƒ „

4) 직업생활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 � ‚ ƒ „

5) 나는 내 분야에서 성과를 내어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 ‚ ƒ „

6) 진로와 관련된 성취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 � ‚ ƒ „

7)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 ‚ ƒ „

8)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최대한 승진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 ‚ ƒ „

리더십
포부

9)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다. € � ‚ ƒ „

10) 나는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리더로 승진하기
위해 힘 쓸 계획이 없다. € � ‚ ƒ „

11) 내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 � ‚ ƒ „

12) 내 분야에서 자리 잡은 후에는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고
싶다. € � ‚ ƒ „

13) 나는 직장생활에서 직장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 € � ‚ ƒ „

14) 내 분야에서 리더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 � ‚ ƒ „

15) 나는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리더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다. € � ‚ ƒ „

16)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최고의
리더 위치에 오를 계획이 있다. € � ‚ ƒ „

교육포부

17) 나는 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위를 이수할
계획이 있다. € � ‚ ƒ „

18)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서 추가적인 훈련을
계속 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 � ‚ ƒ „

19) 나는 내 분야의 최신 동향에 대해 항상 해박하고 싶다. € � ‚ ƒ „

20) 나는 내 분야의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 ‚ ƒ „

21) 나는 내 분야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에
참가할 것이다. € � ‚ ƒ „

22)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나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계속 받을 것이다. € � ‚ ƒ „

23) 나는 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상급수준의
훈련을 계속 받을 것이다. € � ‚ ƒ „

24) 매년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나
훈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 ‚ 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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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학생이평소에생각하는자신에관한질문입니다. 다음문항을일고자신에게해당하는곳에

√표하십시오.

성취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 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삶의 의미와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 가지 과정이 끝나면 새로운 과정을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시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해
나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획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장차 이루게 될 일을 생각하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가올 날들이 희망으로 빛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이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능력을 알기위해 모험을 불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일이면 더 잘해낼 것이라는 결의에 차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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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귀하께서얼마나진로를잘결정할수있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문항을읽고자신에

게해당하는곳에√표하십시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처음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직장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처음 생각한 직업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취업 면접을 볼 경우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직업분야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10년간의 취업 동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관심을 갖는 여러 직업분야의 목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사는 곳을 옮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직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생활방식에 어울리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이나 회사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여러 직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능력에 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흥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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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부모님]에대한생각을물어보는문항입니다. 해당하는곳에√표하십시오.

양육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와 대화를 자주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 124 -

Ⅴ. 다음은여러분의진로장벽에대한생각을물어보는문항입니다. 자신에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

곳에√표하십시오.

진로장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교육등에대한자료를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느 직종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에서 하는 일과 분야를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적성을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떤 것이 유망직종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8)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실적인 조건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무기력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도전정신과 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준비가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특별한 재능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취업의 문이 좁고 경쟁이 치열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주위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격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0) 영어점수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취업을 직접적으로 알선해줄 인맥이나 뒷배경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벌이 모자란다(전문대 출신에 대한 편견) ① ② ③ ④ ⑤

2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가 취업에 불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건강과체력이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이 때문에 진로 계획과 실행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진로준비를 하는 동안 필요한 경비마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8) 집안사정으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부모님과 주위의 기대가 크다. ① ② ③ ④ ⑤

30) 부모님이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간섭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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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여러분의학교및전공학과에대한만족도를알아보기위한질문입니다. 각문항을잘읽고

평소의생각이나느낌을솔직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학·학과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과(전공)의 교과 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과(전공)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과(전공)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과(전공)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전공시험이 적절한 양으로 주어져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전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과(전공)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① ② ③ ④ ⑤

9)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님과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과(전공)영역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학과(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학과(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속한 과(전공)는 인기학과(전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부모님은 내가 속한 학과(전공)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학과(전공)를 졸업했다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만일 대학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학교를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우리 학교가 부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속한 학과(전공)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학과(전공)는 내가 다닐만한 과(전공)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전공)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학과(전공)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학교는 내가 다닐만한 학교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후배에게 우리 학교를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 덕을 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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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여러분의교수님에 대해 생각을 물어보는문항입니다. 자신에게가장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표하십시오.

교수지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교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교수님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수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수님은 내가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교수님은 내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수님은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수님은 내가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학교의진로지원서비스(경력개발센터, 학생생활문화원, 단과대학내입학·진로상담센터, 학교

/단과대학/학과차원의 진로관련 특강, 프로그램포함)에 대한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잘

읽고, 자신에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곳에√표하십시오.

대학의 진로지원(우리 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대흐름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가지 전공이나 직업에 대하여 장·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직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같은 전공을 가진 선배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추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이상적인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긍지를 갖게끔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졸업 후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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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진로지원(우리 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문제에 관해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 직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돈이나 교재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같은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Ⅸ. 다음은일반적인사항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것을✔표시하시거나기입하여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남성 ( )②여성

2. 귀하의 학년는?

( )①1학년 ( )②2학년 ( )③3학년 ( )④4학년

3. 귀하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상 ( )②중상 ( )③중 ( )④중하 ( )⑤하

4. 귀하의 전공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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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문계열 ( )②사회계열 ( )③교육계열
( )④공학계열 ( )⑤자연계열 ( )⑥의약계열
( )⑦예체능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6. 귀하는 전문대학 재학 중에 현장실습이나 인턴 등 취업 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 ( )②아니요

7. 귀하는 전문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 ( )②아니요

8. 가족의 경제수준은 어떻습니까?

( )①상 ( )②중상 ( )③중 ( )④중하 ( )⑤하

9.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중학교 졸업 이하 ( )②고등학교 졸업
( )③전문대학 졸업 ( )④대학교 졸업
( )⑤대학원 졸업

10.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중학교 졸업 이하 ( )②고등학교 졸업
( )③전문대학 졸업 ( )④대학교 졸업
( )⑤대학원 졸업

11. 귀하가 재학하는 학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①수도권 ( )②비수도권

12. 귀하의 학교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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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예비조사 결과

문항 문항 제거시 α값 문항 문항 제거시 α값
1 .928 13 .930

2 .929 14 .937

3 .931 15 .929

4 .930 16 .929

5 .929 17 .931

6 .937 18 .930

7 .936 19 .931

8 .930 20 .929

9 .928 21 .930

10 .937 22 .929

11 .934 23 .928

12 .931 24 .929
주 1) 예비조사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α) : 0.934
   2) 음영은 제거 시 α값이 상승하는 문항을 표시한 것임.

<부록 2-1>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및 문항 제거시 α값

문항 진로포부 전체 문항 진로포부 전체
1 .796** 13 .694**

2 .779** 14 .324**

3 .619** 15 .719**

4 .688** 16 .759**

5 .718** 17 .642**

6 .240** 18 .712**

7 .310** 19 .629**

8 .694** 20 .779**

9 .785** 21 .716**

10 .269** 22 .776**

11 .463** 23 .795**

12 .654** 24 .753**
주1) **: p<0.01, *: p<0.05
  2) 음영은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낮게 나타난 문항(r<0.4)을 표시한 것임.

<부록 2-2>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문항-전체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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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1 .702 .300 .440 .161

2 .703 .338 .429 .063

3 .840 .151 .227 .105

4 .782 .192 .328 .127

5 .506 .429 .349 .104

6 .273 -.286 .057 .730

7 .309 -.186 .045 .741

8 .531 .311 .425 -.020

9 .255 .827 .288 .101

10 -.046 .029 .016 .794

11 .041 .234 .063 .847

12 .098 .820 .255 -.040

13 .197 .731 .345 -.073

14 -.051 .213 -.048 .773

15 .096 .858 .282 .063

16 .156 .820 .322 .091

17 .181 .377 .576 -.057

18 .245 .175 .781 .062

19 .315 .118 .726 -.092

20 .220 .346 .723 .138

21 .105 .337 .749 .052

22 .284 .247 .831 -.005

23 .223 .277 .850 .049

24 .148 .361 .755 .061

주) 음영은 문항 별로 각 요인에 대한 적재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을 표시한 것임.

<부록 2-3>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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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본조사용 질문지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은 어떠하고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지는 총 10면(표지 포함)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

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한 개인의 특성

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

는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여 연구에 협조해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 나승일

석사과정 :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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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여러분의진로에대해어떤바람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문항을읽고자

신에게해당하는번호중하나에√표하십시오.

진로포부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취포부

1)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일이 내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앞으로의 직장에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내
상사/고용주가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분야에서 성과를 내어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 진로와 관련된 성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최대한 승진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리더십
포부

9)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리더로 승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장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진로 분야에서 자리 잡은 후에는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책임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진로 분야에서 리더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리더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최고의
리더 위치에 오를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포부

17) 나는 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위를 이수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직업 영역에서 추가적인
훈련을 계속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 분야의 최신 동향에 대해 항상 해박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분야의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내 분야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에
참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나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계속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상급수준의
훈련을 계속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매년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나
훈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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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학생이평소에생각하는자신에관한질문입니다. 다음문항을일고자신에게해당하는곳에

√표하십시오.

성취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 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삶의 의미와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 가지 과정이 끝나면 새로운 과정을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시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해
나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획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장차 이루게 될 일을 생각하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가올 날들이 희망으로 빛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이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능력을 알기위해 모험을 불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일이면 더 잘해낼 것이라는 결의에 차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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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귀하께서얼마나진로를잘결정할수있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문항을읽고자신에

게해당하는곳에√표하십시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처음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직장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처음 생각한 직업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취업 면접을 볼 경우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직업분야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10년간의 취업 동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관심을 갖는 여러 직업분야의 목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사는 곳을 옮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직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생활방식에 어울리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이나 회사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여러 직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능력에 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흥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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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부모님]에대한생각을물어보는문항입니다. 해당하는곳에√표하십시오.

양육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와 대화를 자주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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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여러분의진로장벽에대한생각을물어보는문항입니다. 자신에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

곳에√표하십시오.

진로장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교육등에대한자료를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느 직종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에서 하는 일과 분야를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적성을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떤 것이 유망직종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8)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실적인 조건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무기력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도전정신과 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준비가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특별한 재능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취업의 문이 좁고 경쟁이 치열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주위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격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0) 영어점수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취업을 직접적으로 알선해줄 인맥이나 뒷배경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벌이 모자란다(전문대 출신에 대한 편견) ① ② ③ ④ ⑤

2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가 취업에 불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건강과체력이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이 때문에 진로 계획과 실행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진로준비를 하는 동안 필요한 경비마련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8) 집안사정으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부모님과 주위의 기대가 크다. ① ② ③ ④ ⑤

30) 부모님이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간섭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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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여러분의학교및전공학과에대한만족도를알아보기위한질문입니다. 각문항을잘읽고

평소의생각이나느낌을솔직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학·학과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과(전공)의 교과 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과(전공)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과(전공)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과(전공)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전공시험이 적절한 양으로 주어져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전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과(전공)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① ② ③ ④ ⑤

9)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님과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과(전공)영역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학과(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학과(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속한 과(전공)는 인기학과(전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부모님은 내가 속한 학과(전공)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학과(전공)를 졸업했다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만일 대학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학교를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우리 학교가 부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속한 학과(전공)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학과(전공)는 내가 다닐만한 과(전공)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전공)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학과(전공)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학교는 내가 다닐만한 학교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후배에게 우리 학교를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 덕을 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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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여러분의교수님에 대해 생각을 물어보는문항입니다. 자신에게가장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표하십시오.

교수지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교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교수님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수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수님은 내가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교수님은 내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수님은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수님은 내가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학교의진로지원서비스(경력개발센터, 학생생활문화원, 단과대학내입학·진로상담센터, 학교

/단과대학/학과차원의 진로관련 특강, 프로그램포함)에 대한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잘

읽고, 자신에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곳에√표하십시오.

대학의 진로지원(우리 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대흐름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가지 전공이나 직업에 대하여 장·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직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같은 전공을 가진 선배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추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이상적인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긍지를 갖게끔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졸업 후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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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진로지원(우리 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문제에 관해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 직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돈이나 교재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같은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Ⅸ. 다음은일반적인사항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것을✔표시하시거나기입하여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남성 ( )②여성

2. 귀하의 학년는?

( )①1학년 ( )②2학년 ( )③3학년 ( )④4학년

3. 귀하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상 ( )②중상 ( )③중 ( )④중하 ( )⑤하

4. 귀하의 전공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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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문계열 ( )②사회계열 ( )③교육계열
( )④공학계열 ( )⑤자연계열 ( )⑥의약계열
( )⑦예체능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6. 귀하는 전문대학 재학 중에 현장실습이나 인턴 등 취업 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 ( )②아니요

7. 귀하는 전문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 ( )②아니요

8. 가족의 경제수준은 어떻습니까?

( )①상 ( )②중상 ( )③중 ( )④중하 ( )⑤하

9.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중학교 졸업 이하 ( )②고등학교 졸업
( )③전문대학 졸업 ( )④대학교 졸업
( )⑤대학원 졸업

10.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중학교 졸업 이하 ( )②고등학교 졸업
( )③전문대학 졸업 ( )④대학교 졸업
( )⑤대학원 졸업

11. 귀하가 재학하는 학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①수도권 ( )②비수도권

12. 귀하의 학교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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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전문대학 계열별 인원 비율

전문대학
인문·사회
·교육계열

자연과학·의학
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수
도
권

A01 대학 26.9% 7.8% 48.1% 17.1%

A01 대학 41.5% 20.8% 24.8% 17.4%

A01 대학 26.0% 7.4% 57.7% 9.8%

A01 대학 75.4% 24.6% 0.0% 0.0%

A01 대학 22.5% 0.0% 71.2% 9.6%

A01 대학 51.3% 27.3% 7.9% 14.9%

A01 대학 56.2% 9.3% 0.0% 28.1%

A01 대학 10.5% 89.3% 0.0% 0.0%

A01 대학 28.0% 8.7% 59.3% 6.0%

A01 대학 37.2% 35.5% 18.8% 13.0%

비
수
도
권

B01 대학 43.6% 11.7% 28.2% 18.0%

B01 대학 27.6% 0.0% 0.1% 56.1%

B01 대학 18.2% 65.1% 13.5% 2.1%

B01 대학 36.8% 43.8% 16.2% 1.5%

B01 대학 31.6% 19.4% 45.4% 3.3%

B01 대학 17.5% 19.8% 59.9% 3.1%

B01 대학 0.0% 100.0% 0.0% 0.0%

B01 대학 16.8% 3.1% 70.6% 7.6%

B01 대학 0.0% 100.0% 0.0% 0.0%

B01 대학 19.8% 46.6% 25.0% 5.6%

B01 대학 33.4% 61.6% 0.0% 1.0%

B01 대학 9.8% 71.2% 12.3% 9.2%

B01 대학 10.9% 81.9% 4.6% 3.4%

B01 대학 34.6% 44.0% 10.7% 8.6%

B01 대학 47.6% 11.2% 14.7% 31.2%

B01 대학 52.5% 35.4% 3.0% 2.9%

B01 대학 14.6% 27.1% 54.3% 3.1%

B01 대학 36.8% 50.6% 5.2% 6.3%

주 1) 계열별 인원 비율은 각 대학별 전체 재학생 대비 해당 계열별 인원 비율을 의미
   2) 2015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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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hierarchical linear relationship among

career Aspiration, student variables and college variables for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to identify the level of career aspiration,

individual and college variables, to identify the variance on individual and college

dimension about career aspiration, to identify the effects of student variables on career

aspiration,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llege variables on career aspiration, and to

identify the interaction effects of individual and college variables on career aspiration.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468,590 students in 138 junior college. Using random

sampling method considering subject, 1,110 students in 37 colleges were sampled for this study.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variables of this study.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career aspiration scale, individual variables scale(sex,

grade, job-related experience, achievement motivation sca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areer barrier scale) and college variables scale(location, Major, colleg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scale, professor’s support scale, career support form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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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As for the instrument for measuring career aspiration, through reviews of

previous study, secured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pilot test and final survey. To

measure the rest variables, the existing scales were for achievement motivation sca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areer barrier scale, colleg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scale, professor’s support scale and career support form college scale and

examined reliability of these sca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1th to May 10th. A total of 803 out of 1,11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734 of 28 junior colleges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se data were analyzed by bo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null

model(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mean model(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 and explanatory model(Intercepts and Slopes-as-Outcomes Model)

of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20.0 for windows program and the HLM 6.0 for windows program. An alpha level of

0.05 was established priori for determining the significa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aspiration level of junior

college students was 3.59. Second, 82.8% of total variance in career aspiration was

student level variance, and 17.1% of total variance in that was college level variance.

Third, 55.1% of the that was accounted of student variables. And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β=0.46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β=0.356) about

career aspiration were significant. Fourth, 29.5% of the between group variance was

accounted of college variables. But the effect of college variables about career

aspiration was not significant. Fifth, natural science and medical, engineering course,

professor support, career support system of college had interaction effects by college

level variances on career aspir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aspiration level of junior college student is higher than the theoretical average.

Second, student level variables have more effects than college level variables on career

aspiration. Third, in the case of student level variables, achievement motivation,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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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ve positive effects on career aspiration. Fourth, the effect of

college variables about career aspiration was not significant. Fifth career support form

college had interaction effects about career aspiration.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suggested: First,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studied that more various variables about junior college student in various ways.

Second, further research may try to identify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spiration,

achivement motiva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support form college, professor

support. Third, it is needed to explore additional organizational level variables that can

explain the between-group variance in junior college. Fourth, in order to measure career

aspiration accurately,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longitudinal study.

Key Words : career aspiration, junior college student,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support form college

Student Number: 2013-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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