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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논문은 미술 학의 진로교육 황을 알아보고, 미술 학생의 진로개

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의 상 계를 분석하면서 미술 학 진로교육

의 문제 과 개선 을 고찰한 연구이다.

 진로결정수 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유  요인, 환경  요인, 성격  

요인, 행동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안되었으나, 진로개발역량과의 

련성은 알려진 바가 없다. 진로개발역량은 개인의 생애목표에 따라 외

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진로개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타 공 

학생들에 비하여 진로에 한 정보가 많지 않고 평생직장도 드물어 스

스로의 개척이 요구되는 미술 학생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의 4년제 미술 학 세 곳의 미술 학생 

31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을 확인하고, 두 수  간의 상 계를 밝힘으로써 미술 학생들의 진

로개발역량이 진로결정과 상 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 진로개발역량 

에서도 특별히 진로결정과의 상 성이 높은 항목을 알아 으로써 미술

학생 진로교육에 시사 을 얻고자 하 으며, 진로교육경험 여부를 조

사함으로써 미술 학생들이 학에서 진로와 련된 교육의 혜택을 얼마

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이 재 교

육을 통해서 키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은 선행연구와 비교하

을 때 4년제 일반 학생들과 비슷한 수 이었으나 진로개발역량수 의 하 항

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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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은 상 계수 0.578의 정 상 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 으로 삼은 Davis(1971)의 분석방법에서

는 상 계수 0.5 이상을 높은(strong)상 으로 규정하므로 진로개발역량

과 진로결정수 은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진로개발역량의 하  항목들과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는 항

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인 항목은 네트워킹능력

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 계를 보인 항목은 평생학습능력이었다. 한 

네트워킹 항목과 변화에 한 이해와 수용 항목은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가 높으면서 진로개발역량수 이 낮은 표 인 항목으로, 진로교

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진로교육경험을 받은 이 있는지, 진로교육의 양과 질에 만족하

는지는 진로개발역량, 진로결정수 과 상 계가 없었다. 

 본 연구는 2012년 재 4년제 미술 학 진로교육 황과 미술 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진로결정수 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4년제 학생 일반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술 학생들만의 특수한 필요를 알아

낸 것으로서, 미술 학진로개발지원 연구 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 진로교육, 진로결정, 진로개발, 진로개발역량, 평생교육

학  번 : 2008-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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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   연구의 목  

 학생 시기는 잠재 인 직업을 탐색하고 이를 직업 선택으로 확정 짓

는 시기로 이 기간의 진로교육은 향후 진로발달에 큰 의미를 갖는다. 

학생을 상으로 실시된 선행 연구(서울 학교 학생활문화원, 2011; 이

기학․한종철, 1997)를 살펴보면, 부분의 학생들이 학생활 에 느끼

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로문제이며 진로고민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경제 력개발기구) 교육장 회의(2001)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인식․탐색․ 비를 체계 으로 지원하는 각 국가들의 진

로지도 개입이 학교 졸업 후 취업(school to work)의 연계과정을 진시

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 다1).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을 해결

하기 한 일자리 만들기와 인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

t)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두되면서 재 소에 인 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순수

술분야인 미술 학은 체계 인 진로교육을 한 인 라가 부족하다고 할 

1) OECD, Meeting of the OECD Education Ministers, 2001, Paris. 2001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된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세계30개 선진국 장관들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각국

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현안에 대해 폭 넓은 논의를 하였는데, 특히 직업과 교육 사이의 경계

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직업과 교육의 연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정

부, 민간기업체 간의 횡적 파트너십과 초, 중, 고등, 성인교육의 종적 파트너십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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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례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공학과가 100%인 추계 술

학을 비롯해 재학생의 부분이 술계열 학생인 부산 , 상명  등

을 재정지원 제한 는 학자  출제한 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국민

일보, 2011.9.16일자). 다른 지표들도 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다른 무엇

보다 ‘4 보험이 용되는 법인에 취업한 학생 수’만을 취업률 지표로 반

한 것이 결정 인 원인이었다2). 그리고 이 취업률 지표는 진로교육에 

한 순수 술분야 학들의 해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 다3). 일반 으

로 미술 학은 졸업생을 기업체에 취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 한 마찬가지이다. 애 에 목표가 아니었던 ‘취업률’을 충

족시키지 못했다고 술 학의 진로교육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

한 논란 끝에도 아직까지 진로 지원을 평가할 만한 명확한 기 을 마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술 학의 특수성에 비하여 차별화된 진로교육에 

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술 학

은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취업을 해 효과 인 진로지원이 어떠한 것인

가를 찾아내기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평생교육 에서의 학생 진로교육연구에 등장하는 ‘진로개발

역량’이라는 개념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계획· 비·실행· 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 개념을 용하여 미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알아보고,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이 상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술 학생들의 경우 다른 단과 학생들과 달

2)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평가에서 교육․ 재무․ 법인 등 3대 부문 10개 지표를 평가하여 경영

부실대학을 선정하였다. 이 중 취업률 지표는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두 번째로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지표이다. 추계예대의 취업률은 교과부가 제시한 취업률 기준인 45%에 미치지 못

하는 19.25%를 기록했다(노컷뉴스, 2012.5.23; 메디컬 투데이, 2011.9.19)  

3) 동아일보 2011.11.4일자 「“대학 예술계열학과 취업률평가 폐지를”…전국 실용음악교수연합회 

회견」, 문화일보 2011.9.21일자 「<포럼>예술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몰이해」, 문화저널21 

2011.9.17일자 「대학 구조조정에…“예술계 취업률 평가는 너무해”」등의 기사에서 2011년 

부실대학 발표 이후의 예술대학 교수 및 학생, 졸업생들의 반발 양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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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업체에 취직하는 비율이 낮고, 정규직 취직률 한 낮다보니 단 한 

번의 취업이나 선택보다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수정하

며 필요한 정보나 지식/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이 그들의 진로결정수 과 상 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을 

확인하고, 두 수  간의 상 계를 밝힘으로써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

발역량이 통계 으로 진로결정과 상 이 있는지 검증하며, 나아가 진로

결정수 과의 상 계가 높으면서 진로개발역량수  수가 낮은 하

항목들을 찾아내고 4년제 학생 일반과 비교함으로써 미술 학생에게 

특히 필요한 진로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한 시사 을 찾는 데 있다.

2 .  연구의 내 용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은 어떠한

가? 이는 4년제 학생 일반과 비교할 때 어떠한 수 인가?

 둘째,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은 상 계에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상 이 있는가?

 셋째, 진로개발역량의 각 항목들  진로결정수 과 상 이 높은 항목

은 어떤 것들인가? 그 항목들의 진로개발역량수  수는 어떠한가? 

 넷째,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은 진로교육경험의 유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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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상 이 있는가? 

 Ⅱ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학생 진로교육의 의의와 황을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학입시를 한 

진학지도로, 학생의 진로교육은 취업지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진로를 어느 한 시

에서의 선택이 아닌, 평생에 걸친 선택과 비, 환으로 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의 진로발달단계와 평생교육 의 

진로교육 연구들을 살펴보고, 4년제 미술 학의 학 차원에서의 진로교

육 기   진로교육 로그램과 단과 학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로그

램을 살펴보았다. 한 본 연구에서 요한 개념인 진로개발역량과 진로

결정수 의 개념을 살펴본 후, 학생 일반을 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 다.  

 Ⅲ장에서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 그리고 

두 수 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한 조사연구 방법을 제시하 다. 진로

결정수 의 경우 이미 리 쓰이는 검사 도구가 여러 가지 있어 그  

Carrer Decision Scale(CDS)라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 다. 진로개발역량

의 경우 한 로 된 검사 도구로 이지연(2001), 박가열(2009), 김경화

(2012)의 검사 도구가 있으나, 박가열과 김경화의 검사 도구는 학생들의 

재 수 과 필요 수 을 비교하기 한 것으로서 진로개발역량의 수

화에 을 맞춘 것이 아니었고, 이지연의 검사 도구는 진로개발 역량

의 수화에 을 맞추기는 하 으나 여러 가지 검사  하나 기 때

문에 진로개발역량검사는 간단하다는 문제 이 있었다. 따라서 이지연

(2001)의 검사 도구를 참고하되 미 생에게 보다 합하도록 문항을 구

성하기 해 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일부 문항의 세부내용과 용어를 수

정하여 사용하 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분석에는 SPSS 로그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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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Ⅳ장에서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을 분석하

고, 두 수  간의 상 계를 밝혔다.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수 의 각 항

목과 진로개발역량수  체의 상 계를 분석하여 각 항목들이 진로개

발역량수 을 얼마나 잘 변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한 진로결정수

과 가장 상 도가 높은 진로개발역량의 항목은 어느 항목이며 가장 상

도가 낮은 진로개발역량의 항목은 어느 항목인지 분석하여 어떤 진로개

발역량이 미술 학생의 진로결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하 다. 한 조사 상이었던 미술 학생의 기본 인 사항을 기술하고 

그들의 진로개발역량, 진로결정수 , 진로교육경험을 비교하여 서로 상

이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 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

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련성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

으로 미술 학 학생 진로교육에 한 시사 을 논의해 보았다.  

 개인의 진로결정에는 개인의 성격, 가정환경, 학업성취도 등 수많은 요

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이 진로결정수 과 상 이 

있다 하더라도, 진로결정수 을 높이기 해서는 진로개발역량을 키우는 

것 외에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 가정

환경, 학업성취도 등의 요인들과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는 선행연구

들에서 분석된  있지만,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는 

분석된 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에 을 맞추

어 미술 학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개인의 진로개발 지원이 제 로 되기 해서는 정보 제공이나 합

리 인 계획과 선택 지원 등의 노력 외에도 일자리 창출, 고용 행의 개

선 등의 구조 인 작업들 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 6 -

서는 이와 같은 작업들이 필수 임을 인정하면서, 본 연구의 실 인 

한계 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행 개선 등의 과제에 해서는 

다루지 않고, 주로 개인 인 진로개발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진로교육에 

을 맞추고자 하 다.

3 .  연구의 요 성

 국내에서는 이지연(2001)의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 인 진로교육 

방안 연구」에서 국내 학생을 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조사한 바 있

으며, 이지연(2002)의 「역량 심의 학생 진로개발 략」에서는 진로

개발역량을 활용한 학생 진로교육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김경

화(2012)와 박가열(2009)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필요수 과 재 

비수 으로 나 어 조사하 다. 하지만 의 선행연구들 모두에서 연

구 상  체능계열 학생들은 30명을 넘지 않는 극소수 고 그 에서 

미술 학 학생들의 숫자는 알 수 없었다. 술 학 학생들에게는 진로교

육에 있어서 일반 인 학생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으므로 술

학 학생들에 한 조사가 필요했다.

 한 아직까지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이 진로결정과 상 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없었다. 진로개발역량이 진로결정과 상 계가 있다는 것

이 밝 지지 않는다면 그 역량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

수 이 상 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이라는 패러다임

이 미술 학생을 한 진로교육 으로서 효용성이 있을 것인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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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하 으나, 모

든 미술 학의 모든 학과 학생들을 포함하지는 못하 다. 먼 , 디자인계

열 학과의 경우 기업체에 취직하는 비율이 높아 미술 학 학생들만이 가

진 특수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제외하고 순수미술 계열 학과들  회화

과, 조소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그리고 학 졸업이 가까워 진로

를 보다 극 으로 생각할 수 있는 3, 4학년 학생들로 제한하 으며, 서

울 시내의 4년제 미술 학 3곳으로 연구범 를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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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론  배경

1 .  학생의 진로교 육

가 .  학생의 진로발달 단 계

국의 사회학자인 모리스 긴즈버그(Morris Ginzberg)는 그의 기이론

에서 진로발달을 아동기로부터 성인 기에 이르는 과정으로 제한하 다

(Ginzberg, E., Ginzberg, S.W., Axelrad, S, &Herma, J.L, 1951). 그러나 

도날드 수퍼(Donald Super)는 이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로발달은 

인간의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 다(Super. 

D. E, 1990). 한 그는 직업선택을 타 의 과정으로 본 긴즈버그의 이

론을 보완하여 타 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응과정으로 보고, 

발달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임과 같이 개인과 환경

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응과정이라고 하 다. 

수퍼의 이론에서 요한 개념 의 하나는 직업발달 단계이다. 수퍼는 

1951년에 자신의 이론을 보다 발 시키기 하여 진로유형 연구(Caeer 

Pattern Study)라는 장기연구 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는데, 직업발달 

단계는 이 연구의 주요 개념이었다. <표1>에서 보다시피, 수퍼는 일생에 

걸쳐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직업을 얻고 잃는 일련의 과정을 

발달단계로서 제시하 다.

 이  우리나라의 학생은 발달 으로 후기청소년기에 속한다. 이 시

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  독립을 

이루며 장래의 직업  진로를 결정하여 이를 한 구체 이고 실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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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명 연령 특징 하위단계

성장기 0~14
가정과 학교에서 주요인물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 발달 

환상기,흥미기. 

능력기

탐색기 14~24
학교, 생활, 일, 여가를 통해 자아검증, 역할

시행, 직업탐색

잠정기,전환기. 

시행기

확립기 25~44
자신의 적합분야를 발견하고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시행기,안정기

유지기 45~65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여 그것을 유지하는 위

한 노력의 단계

쇠퇴기
65세

이후

직업전선에서 은퇴하여 새로운 활동을 찾는 

단계

비를 해나가는 것이다. 

<표1> 수퍼의 직업발달 단계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에릭슨(Erik Homburger Erickson)은 학생시기

를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하 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확고한 자신

의 사회  역할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Erickson, 1963). 

즉, 자아정체감이 미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름 로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확실히 결정되고 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로 본 것이다. 

 학생의 진로발달을 긴즈버그(1972)와 수퍼(1990)의 이론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긴즈버그(1972)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선택  

단계, 시험  단계, 그리고 실  단계의 순으로 발달한다. 그  세 번

째 단계인 실  단계는 18세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시기로 학생들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다시 세 가지의 하 단계로 나 어지는

데 자신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알아내고 노력하는 탐색단계, 개인이 직업

의 목표를 정하고 진로선택․결정에 련되어 구체화하는 단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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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결정에 보다 세 한 계획을 세워서 의사결정을 이행하는 문화

단계가 이에 해당된다. 수퍼(1990)의 이론에서는 학생의 치가 두 번

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탐색(14-24세)와 확립기(25-44세)에 걸쳐있다. 

탐색기는 다시 잠정기와 환기, 그리고 시행기의 세 가지 하 단계로 

나 어지는데 그  환기와 시행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 확립기도 

시행기와 안정기의 두 단계로 나 어지는데 그  시행기가 학생에 해

당된다. 한 확립기에서도 시행기와 안정기의 두 단계로 나 어지는데 

그  시행기가 학생에 해당된다. 환기는 직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하는 시기이고 실  요인이 고려되는 시기이며 탐색기의 하

요인으로서 시행기는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는 시기이다. 그리고 확립기

의 하 단계로서 시행기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시기에 해당된

다.

 한편, 한젠(Hansen J. I)은 이 의 진로개발  진로개발 지원이 개인으

로 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직업으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업을 

선택하기 해 비해 가도록 도와주는 근법이라고 하면서 변화가 다

양한 지 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합한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지 하

다(Hansen, 1996). 그녀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반 인 삶과 진로의 통

합 이고 연계 인 에서 바라보면서 인생을 설계할 것을 주장하

다. 사람들의 진로선택이란, 일생에 걸쳐 지속 으로 유지되는, 한 직업

에 한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재의 진로개발 지원 련 실무자들은 사람과 

일자리를 잘 짝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선 인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젠은 진로발달이 이 의 정해진 몇 가지 진로(직업)유형에 사

람을 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체, 지역사회, 사회 체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보다 큰 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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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통합  인생설계(integrative life planning)를 강조하 다. 

통합 인 근은 직업과 일, 그 밖의 삶 역간의 연계(connectedness), 

지역과 국가 간의 연계 등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 간의 연계를 강

조하고 진로발달 과정 자체가 직선 인 성공 사다리와 같은 형태가 아니

라 나선  유형, 즉 반 으로 발달하지만 상향 으로 가는 경우와 하

향 으로 내려가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유연한 형태라고 하 다. 한젠은 

일과 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는 성인기의 특성을 들어 

이 의 합리 인 진로발달이론 모형의 부 합성을 지 하면서 통합 인 

근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학생들은 직업의 선택에 있어 가장 핵심

인 시기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독립 인 단계가 아니라 계속 인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시기의 진로선택이나 직무의 

선택, 그리고 진로의 결정은 한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을 다

니는 동안 자신의 성, 흥미, 주 환경 등을 면 히 검토하고 자신의 과

거, 재, 미래의 희망에 맞추어 여기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구

체  능력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 교육과 일의 연계라는 차원

에서 볼 때,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일은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도 

요한 목표라고 하겠다.

나 .  학생 진로교 육 의 황

ⅰ)  4 년 제  종 합 학의 진로교 육 황

 2000년  반 우리나라 4년제 학에서는 주로 취업정보센터(9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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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학생생활

연구소

취업정보

센터

진로과목 

개설

온라인 

상담전산

망

온라인 

취업전산

망

비율(%)

Type1 o o o o o 14.3

Type2 o o o x o 11.2

Type3 o o o o x 1.2

Type4 o o x o o 19.9

Type5 o o x x o 18.0

Type6 o o x o x 5.6

Type7 o o x x x 8.1

Type8 x o o x o 1.2

Type9 x o o x x 0.6

Type10 x o x x o 3.1

Type11 o x x x x 0.6

Type12 x o x x x 8.7

Type13 x x x x x 7.5

비율(%) 78.9 91.9 28.5 41.0 67.7 100

학생생활연구소(78.9%)가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담당하고 있었다(이지연, 

2001). 취업정보센터의 경우 주로 학생처의 하부기 으로 소속되어 있고, 

주로 학생들에게 취업  부업알선을 담당하 고 학생생활연구소는 학

생상담, 심리 성검사 등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진로강담 서비스를 

제공하 다. 

<표2> 학 진로서비스의 유형

자료: 이지연(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 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2001)은 학에서 제공되는 진로지도유형을 체 13개의 유형으

로 구분하 는데(<표2>)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Type 4 

(19.9%)로서 진로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학생생활연구소나 취업

정보센터가 존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 다.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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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로교과목과 온라인 상담 산망을 제공하지 않는 Type 5(18.0%)로. 

나타났다. 진로 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Type 1은 총 23개 

학으로 체의 14.3%만이 차지하고 있었다. 

 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로그램을 살펴보면, 주요한 

한계로 지 된 것은  학년을 상으로 체계 인 진로개발 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었다(이지연, 2001; 이 숙, 2002). 이지연(2001)

은 학 내 ‘진로지도’는 ‘ 학 4학년 상의 취업정보제공’이라는 편 하

고 제한 인 이해 속에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 하면서 1～4학

년의 체계  ‘진로개발과정’을 지원하는 교과과정  로그램의 운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이 숙(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도 ‘진로

련 정규과목의 강화’가 학교육에서 진로교육을 해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응답하 다. 진로 련 교과목 개설 황은 다음과 같다. 

<표3> 4년제 일반 학 진로 련 교과목 개설 황(N=42)          

설립유형 강사구성 신청대상 참여학생수 주관기관 및 담당자

국공립
6

(14.3)
교내

10

(23.8)
전학년

27

(64.3)

99명 

이하

7

(16.7)

취업담당 

부서장

29

(69.0)

사립
36

(85.7)
교외

14

(33.3)

특정

학년

15

(35.7)

100명~

199명

12

(28.6)
학생처

2

(4.8)

혼합
18

(42.9)

200명 

이상

23

(54.7)
교무처

10

(23.8)

여성 

연구소장

1

(2.4)

자료: 이지연(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 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단 : 개, %)

주1) 교내 강사는 과목책임교수와 학내 련교수로 구성됨.

주2) 혼합은 과목책임교수와 학내 련교수, 외부 문강사로 구성됨.

주3) 특정학년은 3-4학년이 부분이며, 1․4학년만 상으로 하는 곳(원 )와 4학년만 상으로 

하는 곳( , 백제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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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창균(2002)의 연구에서는 진로  진로선택 련과목을 부분의 학

교에서 특강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특강이 아닌 정규과목으로 개설

하고 있는 학교는 상 으로 은 편으로 보고하 다(채창균, 2002). 뿐

만 아니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은 교양선택 

수 에서 머물고 있었다. 

 2000년  반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를 해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 향

상이 시되면서 국가 으로 학생 진로지도  취업지원 정책이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정부는 학에서 진로개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

안을 교육인 자원부와 노동부를 통하여 마련하 다. 구체 으로는 「평

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년～’11년)계획4)」을 수립하고 청년  학 

역에서는 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와 자기주도 인 진

로개발 역량의 지원, 직업  직장 체험 기회 확  방침  로그램 내

실화, 학생 진로개발 담당인력의 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

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여 생특화진

로교육과정 지원 사업’, ‘여 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 ‘ 학 기업 간 

업을 통한 IT멘토링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

다.

 2010년의 연구(진미석 외, 2010)에서는 국내 4년제 학 144개를 조사

한 결과 취업특강, 진로취업상담, 직업교육 로그램들은 90%이상의 학교

4) 정부는「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회의

를 거쳐 발표하였다(교육인 자원부, 2006.10.20 보도자료). 이 계획은 크게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의 3대 영

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 대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으로는 대학 내 진로개발지원 서비스 

제공 부족 및 이용률 저조, 취업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및 담당 전문 인력 부족, 대학생의 

일 체험 경험 부족,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의존이 과다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체제 부족을 문

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전공별 직업 정보 제공, 학과 졸업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

학 유형별/기업 업종별로 세분화된 인턴십 프로그램 모델 개발 지원, 대학 진로개발 담당자의 경

력별․수준별 연수프로그램 운영과 진로개발 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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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취업심리검사와 취업 산망 운 , 취업

행사는 80% 정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한 어떤 형태로든 진

로 련 교과목을 운 하는 학교가 86.8%에 이르고 있고,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13.2%에 불과하여 다수의 학들이 어떤 형태로든 진로 련 교

과목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로그램을 실시하는 학

교 가운데서도 정규필수과정과 교양, 그리고 특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0.8%,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0.3%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 히 진로교육의 이 단발 인 

취업에만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었고, 부분의 학 경력개발 혹은 취

업지원센터 센터장의 직렬이 행정직이 아닌 교수직이어서 문성이 부족

한 면이 있었다.  

ⅱ)  4 년 제  미술 학의 진로교 육  황

 고홍규(2005)의 연구에서는 국내 4년제 학 212개교  미술 련 학

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38개교라고 집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 138개교  미술 학, 술 학 등 미술 련 학과들이 단과 학에 분

리되어 있는 경우를 조사하 다. 각 미술 학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

과정을 살펴본 결과, 57개교  과목명에 ‘진로’, ‘직업’, ‘취업’ 등 진로와 

직 으로 연 되는 단어가 포함된 강의를 운 하는 학교는 4개교로, 

경기 학교에서 ‘한국화 공  진로탐색’(한국화), ‘서양화 공  진로

탐색’(서양화)을, 성신여자 학교에서는 실용미술과 취업연구(동양화)를, 

구 학교에서는 취업설계(회화)를, 울산 학교에서는 직업과 미술(조

소)을 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여자 학교에서는 ‘아티스트 매니지

먼트’라는 과목을 진로탐색과목으로 지정하여 운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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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과목명 비고

건국대학교 미술현장론(현대미술)

경기대학교

한국화전공 및 진로탐색(한국화), 서양화전공 및 

진로탐색(서양화), 서예․문자예술학전공 및 

진로탐색(서예문자예술학), 

서예현장실습(서예문자예술학)

경북대학교 미술과 현장(미술학과)

경희대학교 뮤지엄현장과 경영(미술대학), 미술사회학(미술대학)

국민대학교 미술현장(미술학부), 현장실습(미술학부)

고려대학교 space&Studio(조형예술)

대구대학교 미술현장과 정보(회화), 취업설계(회화)

대구카톨릭대학교 현장체험실습(회화), 환경조각현장실습(환경조각)

동아대학교 현장실습(조소)

부산대학교 창작과 전시(조소)

서울대학교
초빙작가세미나(서양화), 조각과 실용(조소), 기획과 

제안(조소)

서울여자대학교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서양화)
진로탐색

과목

성균관대학교
작가초청세미나(미술학), 미술학현장실습(미술학), 

전시기획 프로젝트(미술학)

성신여자대학교
실용미술연구(서양화, 조소), 실용미술과 

취업연구(동양화), 

울산대학교
직업과 미술(조소), 실용조형실무의 이해(조소), 

사이버포트폴리오(서양화)

이화여자대학교 현대미술/디자인의 현장(서양화), 현장비평(서양화)

인천대학교 미술학원강(조형예술학부)

인하대학교 미술심리치료인턴쉽(미술)

전남대학교
현장실습(미술학부), 전시기획실습(미술학부), 

현장의 작가연구(미술학부)

조선대학교

영상체험과 작가방문(판화), 영상작가로 

살아남기(판화), 포트폴리오제작(한국화), 

문화공간조성현장실습(조소)

중앙대학교 창작과 전시(조소)

청주대학교
현대미술과 사회진로(회화), 작가란 무엇인가(회화), 

취업 및 창업지도(회화)

추계예술대학교 현대사회와 문화예술(서양화), 미술사회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프레젠테이션과 포트폴리오(미술학사)

한성대학교 미술현장연구(회화), 포트폴리오세미나(회화)

<표4> 미술 학별 진로 련 개설과목

 약 54%의 미술 학에서는 과목명에 진로와 직 으로 연결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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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거나 진로탐색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내용상 진로와 련 있는 

교과목을 1～2개 정도 운 하고 있었다. 진로 련 교과목을 운 하지 않

는 학교는 미술 학 체의 약 46% 다. 진미석 외(2010)의 연구에서 4

년제 학 144개  진로 련 교과목을 운 하지 않는 학교가 13.2%라

고 집계한 것과 비교하 을 때, 학생 일반을 상으로 한 넓은 범 의 

교과목에 비하여 미술 학 학생을 학으로 한 차별화된 교과목은 

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 학에서 운 하고 있는 진로 련 개설과목들은 주로 공선택과

목들로서, 특정 분야에 한 문가 빙 세미나 혹은 장체험학습인 

경우가 부분이었다. 공선택과목이 해당 학과와 련된 직업 반을 

아우를 만큼 다양하게 개설되거나 개 인 탐색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

된 경우가 매우 드물어, 개설된 교과목과 련 있는 진로를 계획하고 있

는 학생에게는 효과 이겠지만 공 학과와 련하여 어떤 직업이 있는

지 잘 모르고 있거나 선택을 앞두고 여러 분야에 해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효과 이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ⅲ)  소 결

 4년제 학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을 살펴보면, 학생생활연구소, 취업지원

센터, 취업정보실 등의 기 이 ‘진로지도’의 기능과 역할을 일부 수행하

고 있었으나 학 내 ‘진로지도’ 개념이 ‘취업’ 심으로 제한되어 있었

다. 이에 따라 고학년 상의 단순 취업정보  이벤트성 세미나 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 진로교육의 내용이 심리검사  정

보(취업/편입/ 학원)제공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다.

 4년제 미술 학의 단과 학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을 살펴보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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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학에서 ‘진로’ 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과목명에 포함된 강의는 

없었으며 학생들의 진로를 계획, 비, 실행하는 데 총체 으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신에 다수의 학들이 장실습

이나 장 문가를 빙한 세미나 등 직업 장을 해보는 과목을 1～2

개 정도 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들은 주로 3, 4학년의 공 

선택과목으로서, 각 학과에서 탐색해볼 만한 진로나 직업에 한 종합

․체계 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학과 내의 특정 분야에 한 소개

나 체험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학생진로지도의 황을 살펴본 결과, 미술 학 학생들이 근

할 수 있는 진로교육 로그램은 공 특성이 반 되지 않은 취업 일반

에 한 종합 학 차원의 로그램과 학과 내 특정 분야에 한 심화학

습을 다루는 단과 학 차원의 로그램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종합 학과 

단과 학이 력하거나 연계하여 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학생들의 다수가 기업에 취직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취업 일반에 한 

로그램과 공심화학습으로 어느 정도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  수 있

겠지만, 진로가 다양한 미술 학의 경우에는 체계 인 계획을 세우기 

해 상당 부분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  진로개발역량

가 .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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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로개발

 

 미국의 국가진로개발지침(NCDG: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

ne)을 개발한 앙직업정보조정 원회(NOICC: National Occupational In

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에서는 진로개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 다. 

사람들이 일의 세계와 련하여 자신을 배워나가는  생애에 걸친(life-long) 과

정이며, 개인이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 시의 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NCDA, 1989)

 교육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만들

어 가는 과정이므로 진로개발(지원)이란, 사람들로 하여  자신에 한 

앎, 가치 , 흥미, 재능, 기술 등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육 ㆍ직업  기회를 탐색하도록 지원

해 주며, 일터의 실에 하여 알고 그곳에서 성공하기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진

로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인생 반에 거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들

이 개인의 생애목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나가

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개발은 학문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강조 과 이슈를 가지고 

출발하 기에 심 주체와 실제  활용 측면에서 다소 차이 을 보이고 

있다. 직업심리학(vocational psychology)분야는 ‘개인이 왜 그리고 어떻

게 재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환하는가?’에 주된 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직업행동과의 계를 규명하고자 개인의 생애 반

과 직업행동 간의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과정을 경험 이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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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를 이론으로 정립하 다. 

 조직․산업심리학(organizational․industrial psychology)분야는 ‘어떻게 

하면 조직원의 경력계획(career planning)과 조직의 인 자원 리

(Human Resource management)측면이 균형 일 수 있는가?’에 주된 

심을 가지고 조직과 조직원의 효과  상호 계를 규명하고자 조직원의 

경력유형(career pattern)과 조직의 경력 리이론을 정립하 다.

 우리나라에서 성인들의 진로개발과 련되는 개념으로서 ‘진로지도(care

er guidance)’와 ‘경력개발 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직업지도  알선’ 등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진로지도는 주

로 학령기 상으로 진로에 한 인식 제고, 자아탐색과 직업(교육기회)

정보 제공, 진로선택과 비라는 일련의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경력개

발 로그램은 주로 기업체 인사 리의 일환으로, 조직 내에서의 경력개

발, 즉 승진을 한 직무연수나 지원 등을 의미한다.

 한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란, 취직하고자 하

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실

시하는 직업 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는 조언, 

기타 직업에 한 지도라고 규정(제4조)하고 있으며, 직업소개는 구인 

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

는 것이라고 규정(제4조)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career’를 ｢진로｣라 번역하기도 하고 ｢경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 련하여 직업지도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체로 성인과 학령기 학생 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한 진

로지도, 경력개발, 진로교육, 직업지도, 취업지도, 진학지도, 취업알선 등

의 다양한 련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careerdevelopment ’ 용어가 진

로지도, 경력개발, 직업지도 등으로 학령기와 성인, 재직근로자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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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른 용어로, 그리고 서로 단 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생애개발

인 활동으로서의 진로개발 활동에 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다 

하겠다. 즉, 학령기의 진로개발 과제(자신의 진학과 장래 직업 비를 

한 정보의 탐색, 합리 인 의사결정, 그리고 체계 인 비 활동)나 직업

환을 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진로개발 과제(정보탐색, 합리 인 의사결

정, 그리고 체계 인 비 활동)는 본질 으로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

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활동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반 된 

결과이다. 보다 근본 으로는 이러한 개념의 혼재는 활동을 기술하는 

이 진로개발을 하는 개인이 아니라 공 하는(이론이건 실천이건) 측의 

이 심이 된, 공 자 주도의 개념 규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혼재와 교류의 부재는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지원을 

한 이론과 실천의 발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단계별로 분 된 개념이 아니라 생애단계를 통하

는 개념으로서 진로개발을 바라보면서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진로개발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ⅱ)  미국의 진로개발역량 지 표

 미국은 1980년도 후반부에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부응하여 어느 한 시

이 아닌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앙직업정

보조정 원회(NOICC: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가 주 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련 학회, 장 문가들이 공

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진로개발가이드라인(NCDG: National Career Devel

opment Guideline)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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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자기

이해

자아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영향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영향을 이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는 능력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타인과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

효과적 행동들을 

유지하는 능력

성장과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

성장과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성장과 발달의 

충격을 이해

발달적 변화와 

전이들을 이해

학업

과 

직업 

탐색

학업성취의 

유익들을 이해

학업성취가 

진로기회에 

미치는 유익들을 

앎

학업성취와 

진로계획 간의 

관련성을 이해

교육과 훈련을 

시작하고 

참여하는 기술

일과 학습의 

관계를 인식

일과 학습의 

관계를 이해

일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

일과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능력

진로정보의 

이해와 사용하는 

기술

진로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술

진로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술

진로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술

개인의 책임과 

좋은 직무습관의 

중요성을 인식

직업을 찾고 얻기 

위한 기술들을 앎

직업을 찾고, 

얻고, 유지하며 

바꾸는 능력

직업을 찾고, 

얻고, 유지하며 

바꾸는 능력

일이 사회의 

요구와 기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인식

일이 경제와 

사회의 요구와 

기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

사회의 요구와 

기능들이 어떻게 

일의 구조와 

본질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

사회의 요구와 

기능들이 어떻게 

일의 구조와 

본질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

진로 

계획

의사 결정하는 

방법을 이해

의사 결정하는 

능력

의사 결정하는 

능력

의사 결정하는 

능력

삶의 역할들간의 

상호관계를 인식

삶의 역할들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지식

삶의 역할들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일이 개인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다양한 직업과 

변화하는 

남성/여성의 

역할들을 인식

다양한 직업과 

변화하는 

남성/여성의 

역할들을 앎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남성/여성의 

역할들을 이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남성/여성의 

역할들을 이해

진로계획의 

과정을 인식

진로계획의 

과정을 이해

진로를 계획하는 

능력

진로를 전환하는 

능력

<표5> NGDG의 단계별 진로개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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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단계의 진로발달 역량과 지표

자기이해

역량Ⅰ: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기술, 능력, 관심, 경험, 가치, 개인적 성향을 알아내고, 그들이 진로

결정에 미칠 영향력 분석

일, 학습, 여가 등과 관련된 성과를 밝히고, 그들의 자기인식에 미칠 

영향 분석

자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분명히 함

역량Ⅱ: 효과적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감정과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 유지

스트레스의 징후를 파악

자기 좌절적 행동을 극복하는 기술 습득

역할모델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지원과 정보망을 구축하는 기술의 

연마

재정자원을 관리할 기술 구비

역량Ⅲ: 발전적 변화와 전환의 이해

어떻게 개인의 동기와 열망이 시간을 두고 변화하는지를 기술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를 기술하고 이 변화에 맞는 업무성과를 적용

인생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적 사건(실업, 직업전환)파악

교육적 

직업적 

탐색

역량Ⅳ: 교육과 훈련과정에 들어가거나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술

적절한 교육경로를 통해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 작

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보 습득(직업훈련프로그램, 회사지원 훈련, 

 이 가이드라인은 생애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진로개발 역량 수 ,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진로개발 지원을 제공할 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표5>참조). 성인 단계에 국한해서 볼 때, N

OICC와 NCDA(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와 더불어 갤

럽에 의뢰해 미국인의 근로의식, 직업 환에 한 의식이나 비 등에 

한 범 한 수요와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진로개발 지침의 기  자료

로 활용하 다. NOICC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들의 진로개발 내용과 수

은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6>성인단계의 진로개발역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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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이나 전문과정)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지역 프로그램 탐색(아동 복지, 공공 교통 기관, 

공공보건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복지수당 등)

교육과 훈련에 개인적 장애가 되는 점을 극복하려는 전략 모색

역량Ⅴ: 직장생활과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학습활동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계속적 공부, 

시험응시)

교육적 성취와 삶의 경험이 직업적 기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

악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조직적 자원 파악(보충 수업, 상담, 교육비지

원)

역량Ⅵ: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기술

현재의 경력 정보자원에 대한 파악과 사용(전산화된 경력정보 시스템, 

매체자료와 인쇄물, 상담자)

자기평가, 경력계획, 직업, 전망있는 고용인, 조직의 구조, 고용규모 

등과 관련된 정보 확보

직업전망서와 같은 직업전망 정보의 활용과 한계점을 인식

주어진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직종을 파악

자기 고용(창업)의 가능성 파악

특정 고용주와 고용관행에 대한 정보 습득

 미국에서는 의 세 가지 능력을 함양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역량 

심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역량인 자기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

한 진로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서비스는 지극히 개별

인 성격을 갖도록 하여 자신만의 진로에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 개인별로 리되고 있으며 진로 련 교과

목수업이나 진로 련 서비스들을 학 화 하여 학생개인별로 능력, 성, 

흥미, 학력 등을 개인별 계수로 리하고 있다(이지연, 2001). 한 학생

들은 스스로 작성하면서 진로탐색이 가능한 다양한 진로지도 워크북들을 

사용하여 학생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자신만의 진로선택에 

한 확신에 도움을 주고 있다(Quinn & Lewi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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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역량인 직업세계의 이해  탐색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해

서는 재학생들에게 취업을 해 필요한 자료들을 웹기반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과 수상경력 , 근로경력  작품 등을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학생들과 기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일 체험을 시하여 학생

들이 졸업을 하기 에 자기가 일할 분야의 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들을 제공하여 직업세계에 한 이해와 탐색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역량인 진로계획  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과 학별

로 차별화된 진로지도 활동을 개하여 학년별 단과 학별 공별로 차

별화된 진로지도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1학년부터 4학년에 걸친 단

계 인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정보센터에서는 자신의 진로계

획에 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진로 리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구직이나 경력 환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

이 진로 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ⅲ)  캐 나 다 의 진로개발역량 지 표

 미국의 진로개발지침(NCDG)은 미국 내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진로개발지침 개발에도 많은 향을 끼

쳤다. 캐나다의 진로개발지침인 ‘Blueprint for Life/Work Designs(BLW

D)'는 미국의 NCDG를 토 로 개발된 지침 가운데 하나이다.

 캐나다의 진로개발지침(BLWD)의 기본 인 목 은 국가 수 에서의 진

로개발역량 기 (framework)을 제공함으로써, 장에서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진로개발 로그램을 구성하여 캐나다 국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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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 자기관리(Personal Management)

B. 학습 및 직업탐색(Learning and Work Exploration)

C. 삶/직업 설계(Life/Work Design)

목표

(진로개발역량)

3가지 영역에 대하여 11가지의 목표가 4가지 수준별로 제시

됨.

학습단계

단계1. 획득-지식의 획득

단계2. 적용-획득한 지식의 경험

단계3. 개인화-획득․적용한 지식의 통합

단계4. 실현-충분한 능력을 갖기 위한 노력

내용

(진로개발역량 지표)

각각의 목표(진로개발 능력)에 대하여 4가지의 학습단계에 

따라 세분화한 학습목표(또는 학습내용)

신의 삶과 진로를 보다 잘 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Hache,  

Radekopp&Jarvis, 2000).  

 <표7> 캐나다 진로개발지침의 내용 구조

 BLWD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국 으로 다양한 기 의 참여가 있었

다. 특히, BLWD를 실제 로그램의 개발 등에 활용할 지방 교육청, 고

등교육기 , 직업훈련기 , 민간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기  등을 비롯하

여 연방정부기 인 HRDC(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와 

IC(Industry Canada), 그리고 여러 문가 집단(Canadian Labour Force 

Develop]ment Board, Canada Career Information Partnership, Canadian 

Career Consortium, Canadian Career Develpopment Foundation, 

Canada WorkinfoNET 등)이 진로개발지침 자문 원회를 구성하 으며, 

이들 자문 원회는 1998년에 개발된 캐나다의 진로개발지침 안을 장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BLWD에서 제시하는 진

로개발역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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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수준3(고등학교) 수준4(성인)

영역A: 

자기관리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유지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

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긍정적 ․효과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한

다. 

자신의 삶과 직업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한능력을 개발한다. 

자신의 삶과 직업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변화․성장한다. 

변화와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삶과 직업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한

다. 

영역B: 

학습 및 

직업탐색

삶/직업(진로)의 목

적을 위하여 평생학

습에 참여한다. 

평생학습을 자신의 진로

설계과정과 연계한다.

삶/직업 목적을 위한 계

속적인 학습에 참여한다. 

삶/직업(진로)정보

를 찾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삶/직업 정보를 찾고 해

석하여, 평가하고 활용한

다. 

삶/직업 정보를 찾고 해

석하여, 평가하고 활용한

다. 

직업과 사회/경제의 

관계를 이해한다.

사회적․경제적 요구가 직

업의 특성이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한다. 

사회적․경제적 요구가 직

업의 특성이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한다. 

영역C: 

삶 / 직 업 

설계

직업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만들

어 유지한다.

직업을 찾아 획득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한

다. 

직업을 찾아 획득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

킨다. 

삶/직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사결정

을 한다.

삶/직업 의사결정에 참여

한다. 

성인들의 생활 현실을 

삶/직업 의사결정에 통합

시킨다. 

삶 역할과 직업 역

할의 균형을 유지한

다.

생활양식과 생애 단계를 

삶/직업 설계와 연계한

다. 

삶/직업 설계에 ‘균형적

인 삶/직업’의 문제를 통

합시킨다. 

삶/직업(진로)역할

의 변화하는 특성을 

이해한다.

삶/직업 설계에서의 고정

관념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삶/직업 설계에서의 고정

관념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자기 자신만의 삶.

직업(진로)설계과정

을 이해하고, 참여

하며, 유지한다. 

자신의 삶/직업 설계 과

정을 인식하고 책임을 

진다. 

자신의 삶/직업 설계과정

을 관리․유지한다. 

<표8> 캐나다 BLWD의 진로개발역량

자료: Hache, L., Rdedkopp, D.E., &Jarvis, P.S.(2000), Blueprint for Life/Work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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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생 성인

진로교육 목표

자신이 의사 결정한 직업 또

는 진로의 획득 및 입직을 

위한 준비행동을 전개한다.

직업을 획득한 이후의 진로

를 유지 개선하거나 직업 적

응 및 직업 전환을 수행한

다. 

자신의 

이해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자신

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

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

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발전

시킨다.

직업세계

의 이해 

및 탐색

일과 직업의 

이해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가 개

인의 삶과 직업에 끼치는 영

향을 이해하고 예측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의 변화가 개인의 진로개발

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한다.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형성

긍정적인 조직문화의 형성과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요

구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성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

위한다.

ⅳ)  우 리 나 라 의 진로개발역량 지 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지표를 만들

기 하여 2004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통 으로 활용하고 있는 진로개

발역량의 기본 인 틀을 활용하여 델 이조사를 통해 항목을 구성하 다

(표13 참조). 한 2006년에는 국가 수 의 진로교육 목표를 구성하려는 

시도로서,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를 제시하 다. 2006년의 연구는 

진로개발의 단계를 등학교, 학교, 학교, 성인으로 나 어 각 단계

별 진로교육의 목표를 세웠다는 에서 성인단계의 진로개발 목표만을 

다룬 2004년 연구와 차이 이 있다. 우리나라의 단계별 역별 진로교육

의 목표체계  학생과 성인을 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체

계는 <표9>와 같다.

<표9> 우리나라 학생과 성인의 역별 진로교육목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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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정보의 

탐색․해석․
평가․활용

자신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석․평가․활용한

다.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진

로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한

다. 

진로계획 

및 관리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다양한 학습의 장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 

평생학습에 적극 활용하고, 

학습결과를 진로개발에 활용

한다. 

진로의사결

정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계획한다.

직업선택․ 유지․ 전환의 목표

에 적합한 세부계획과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진로계획 및 

설계

진로계획의 실천 과정 및 절

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직업계획의 실천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하여 자신의 진

로를 활성화시킨다.

효과적인 

구직․직업유

지․전환

구직 및 직업유지․전환을 위

해 요청되는 역량을 강화한

다. 

직업선택 창업․유지․전환에 

요구되는 역량을 심화 발전

시킨다. 

자료: 임언․김안국(2006), 진로지도와 노동시장 이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43-44

 지침의 내용에는 학습자가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속 으로 체계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나 .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교육연구에서 비교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지만 몇

몇 연구자들이 4년제 학생을 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평가한 바 있

다. 이지연(2001)은 국내 학생을 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조사하 다. 

진로개발역량을 ‘자아인식’과 ‘학업  직업탐색’, ‘진로계획’의 세 역으

로 구분하여 설문하 는데, 세 역이 반 으로 간값 이상의 평균을 

보 으나 ‘학업  직업탐색’역량이 다른 두 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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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직업탐색’ 역에서도 졸업 후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

(5.15)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효과 인 구직활동을 한 비역량

(4.1)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학생들

이 자신의 학업과 직업을 하여 구체 인 비와 활동을 시작할 때, 무

엇을 비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이력서 작성, 면  처요령, 직업정보탐색 능력 등의 구

직활동지원 서비스가 여 히 미흡함을 엿볼 수 있다.

 김경화(2012)와 박가열(2009)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필요수 과 

재 비수 으로 나 어 조사하 다. 김경화(2012)는 지방 소재의 한 

4년제 학교에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교과목을 수강하는 4학년 학생 

250명을 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조사하 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필요수 의 평균값은 4.28～3.84의 범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 비수 의 평균값은 3.82～2.92의 범 로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필요수 이 높은 항목으로는 ‘도 정신’, ‘ 정  가치 ’, ‘의사소

통능력’, ‘직무  조직 응력’, ‘문제해결력’, ‘자기 리  개발’ 등의 순

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정  가치 ’, ‘도 정신’, ‘직무  조직

응력’, ‘직업윤리’ 등의 항목에 한 재의 비수 이 상 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어능력’, ‘서류작성능력’, ‘일반상식’ 등

의 항목에 한 재 비 수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열(2009)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에 필요수 이 높

다고 지각하는 교육내용은 ‘ 공별, 진출 가능 취업분야 탐색’, ‘효과 인 

인 계와 인  네트워크 구성’,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기업이 

요구하는 기 직무능력’, ‘면  모의실 ’, ‘성공 인 리젠테이션 기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외 취업의 황과 략’, ‘기업 비즈니스 

매 ’,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 잡기’와 같은 교육내용에 한 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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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반 으로 취업 비에 직 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되는 진로개발 

역량에 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이나 직업 생활의 의미와 같이 직업 활동에 기 가 되는 

근원 인 문제를 다루는 교육내용에 해서는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 교육내용에 한 재 

비 수 은 필요수 에 비해서 반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공별 진출가능 취업분야 탐색’, ‘진로 의사결정 방법’, ‘직업 생활의 의미 

 직업윤리’, ‘효과 인 인 계와 인  네트워크 구성’, ‘바람직한 학

생활 응  설계’에 한 재 비 수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해외 취업의 황과 략’, ‘면  모의  실 ’, ‘인턴십(직

장체험) 비 실제’, ‘기업 비즈니스매 ’, ‘성공 인 리젠테이션 기법’ 

등에 한 재 비 수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기존의 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취업 분야

를 탐색하고 나름 로 진로 결정 방법을 비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반면

에 취업 비를 한 구직 기술이나 기업 실무 응에 한 비가 부족하

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 학생이 지각하는 필요수 과 

재 비 수 의 격차에 근거해 체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 교육내용에 

한 요구도의 우선순 를 분석한 결과 ‘면  모의 실 ’, ‘인턴십(직장체

험) 비 실제’, ‘성공 인 리젠테이션 기법’, ‘해외 취업의 황과 

략’,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구직기술  직무 응능력 향상’ 요

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상 에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직업생활의 의미  직업윤리’, ‘바람직한 학생활 응  설계’, ‘진로

의사결정 방법’,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 잡기’,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자

기이해’ 등 ‘진로설계․탐색  직업  정립’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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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재 학생들은 당면한 취업 비에 즉각 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

개발 역량에 한 요구가 높은 반면, 직업 생활의 의미나 가정생활과의 

양립, 진로의사결정 방법과 같은 진로와 련된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하

는 것과 련된 진로개발 역량에 한 요구가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하 듯이 구직기술 향상과 련된 비 노력이 

학 고학년에 집 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바람직한 학 생

활 응  설계나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에 한 요구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의 학에서 입학 기에 이와 련

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의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재 4년제 학의 일반 인 학생

들은 진로역량 개발과 련하여 당면한 취업 비에 즉각 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에 한 요구가 집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진로결정수

가 .  진로결정수 의 개념

 진로결정수 이란 개인의 공  직업선택과 련된 진로결정과정 진

행 수 이며 장래의 진로에 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낸다(Harren, 1979). 

Wanberg와 Muchinsky(1992)는 진로결정수 의 개념을 어떤 사람은 진

로에 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지 못

한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 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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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천성 으로 결단성이 부족한(indecisive) 사람

들과 진로를 미결정한(undecided) 사람들로 구별하고 있다(Hartman․ 
Fuqua․Hartman, 1983; Vondracek et al, 1990). 결단성이 부족한 것은 자

신의 진로에 련된 결정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해서도 쉽게 근하지 못하는 성격 인 특성으로 결정을 내

리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심리 인 능력의 결여를 의미한다(Hartman․
Fuqua․Hartman, 1983; Slaney, 1988). 한편, 진로를 미결정한 상태는 청소

년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진로

와 련된 결정을 하는데 큰 압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직업의 세계  의사결정 과정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결

정의 과정을 연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진로를 결정했다 함은 일반 으로 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에 

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학생으로 보자면 공 선택

에 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 인 직업분야의 결정

을 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Crities, 1981)고 할 수 있다.

 Crities(1981)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한학

습부족, 진로선택에 한 체험 요소 부족 등을 제시하 고, 이러한 부족

한 요소의 보충을 강조하고 있다. Kenny(1994)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

과 학생활의 응도와 만족도간의 정 인 련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

 요약하면 진로와 련된 결정에 있어 진로 결정자와 미결정자로 구분되

고 미결정자는 발달단계에 따라 일시 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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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성 인 미결정자로 구분된다. 진로결정수 이란 진로결정과 진로 

미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어느 지 , 즉 수 을 지칭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  학생의 진로결정수

 진로개발역량에 비하여 진로결정수 은 비교  오래 부터 연구되었던 

개념이며 검사도구 한 여러 버 으로 개발되었다. 지 까지 많은 연구

자들이 진로결정수 을 검사하 고, 진로결정수 과 련된 변인들이 무

엇인가를 밝히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Gordon(1981)에 따르면 

진로결정수 과 련된 변인들은 흥미, 가치, 사회-경제  수 , 고등학

교 학 크기, 소모-보유, 요한 타인의 향, 성, 사회-도덕  태도, 

험감수, 부모의 소득, 고등학교 성 , 과외활동, 작업경험, 부모의 교육수

, 인생목표, 학성 , 시험성 , 회피행동, 진로정보부족, 의사결정양식 

등 30여개에 달한다. 

 고향자(1992)와 이수진(1997)은 그들의 논문에서 진로의사결정상담을 

실시한 후 유의하게 진로결정수 이 높아졌다고 보고하 다. 윤주

(1999)은 진로결정 로그램이 학생의 진로결정수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으며, 김희수(2007)은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로

그램이 진로결정수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Daniel과 Buck(1984)은 공선택확신검사에서 3학년과 4학년 간에, 1학

년과 3학년 간에, 1학년과 4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4학년

이 가장 수가 높고 1학년이 가장 수가 낮음을 발견하 다. 우리나라

의 경우,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 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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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4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진로결정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허자 (1996)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군집간의 계에서 2학년과 

3학년이 진로미결정집단에 많이 분포함과 동시에 진로결정집단이면서 확

신 있는 집단에는 가장 게 분포함으로서 학년 간 차이를 입증하 다. 

그 외에도 김 환(1997)의 연구와 이제경(1997)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

른 진로결정수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성격과 진로결정수 의 계 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Walsh와 Lewis(1972)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은 소외되고, 긴장

감이 있고, 충동 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기술

한 바 있다. Phillips와 Bruch(1988)은 성별에 계없이 수 음이 많은 

학생들은 진로미결정의 경우가 상 으로 많음을 지 하 다. 우리나라

의 경우, 자아개념이나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 과 상 이 있음을 밝

힌 연구들(정채기, 1991; 김동 , 1997), 혹은 내  통제성이 진로결정과 

유의한 상 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정채기, 1991; 김 환, 1997; 이제

경, 1997)이 있다.  

 이 밖에 진로결정수 과 상 계가 있는 요인들을 밝힌 선행연구들로

서 진로결정수 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다고 보고

한 논문들(김민정․김 환, 2007; 최정인․유계식, 2001; 장석진, 2005; 고

향자, 2000)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 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한 논문들(손은령, 2002; 고미나․박재황, 2011; 김 경, 

2008) 등이 있다. 한 진로결정수 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

히려 했던 많은 연구들(Daniels& Buck, 1984; Harren, 1979;, Lunneborg, 

1978;, Pinder & Fitzgerald, 1983)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밝 졌다. 

 Carrer Decision Scale(CDS)를 이용한 이억범(2007)의 연구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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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충청지역 4년제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의 평균은 3.37±0.67로 나

타났고, 국 4년제 학생들을 상으로 한 이 희(2006)의 연구에서는 

3.22±0.64로, 김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3.39±6.73으로 나타나 체로 비

슷한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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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 법  

1 .   연구 상  방 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내의 4년제 미술 학  3개 학교(E 학

교, S 학교, H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을 상으로 수행되었

다. 구체 으로 회화과(서양화과, 회화과, 동양화과, 한국화과, 회화과, 회

화 화과 등)와 조소과(조소과, 조각과, 입체조형과 등)의 3, 4학년 학생

들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디자인과의 경우, 졸업 후 부분의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직하고 있어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제외

하 으며, 1, 2학년의 경우는 학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과 선택

을 한 이후 진로 선택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제

외하 다. 표집 상은 각 학의 사정에 따라 특정 공과목을 수강하

는 학생을 상으로 하여 다양한 공과 학년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

다. 

자료의 수집은 2012년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

었다. 설문조사는 담당 교수의 조를 구하여 수업시간에 총 33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 으며, 설문조사의 목 이 학생들이 진로설계 

 실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내고 진로상담모형을 개발하기 

한 것이라고 소개한 후 질문지에 답하게 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25부로, 98%의 회수율을 보 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1, 2학년을 제외하

고,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17부의 자료를 분석하 다. 

이  E 학교 학생은 총 99명, S 학교 학생은 총 100명, H 학교 학

생은 118명이었으며, 총인원  남학생은 41명, 여학생은 27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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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판화과 총인원

E대학교 38 45 16 - 99

S대학교 23(4) 43(9) 34(16) - 100(29)

H대학교 15 83(9) 10(2) 10(1) 118(12)

계 76(4) 171(18) 60(18) 10(1) 317(41)

학과별 참여인원은 <표10>과 같다. 

<표10>연구 상 참여 황 ( 호 안은 남학생 수)

 총 317명 에서 남학생은 41명, 여학생은 217명으로, 미술 학의 특성

상 남학생의 수가 상 으로 었다. 학과별로는 서양화과가 총 171명

으로 가장 많았고, 화과가 20명으로 가장 었다. 동양화과와 조소과의 

인원은 비슷하 다. 

2 .   연구도 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도구는 크게 세 가지 역으로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 정도를 묻는 진로결정수  조사, 진로개발역량의 수 을 묻는 

진로개발역량수  조사, 학생활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했는지와 진로교

육의 양과 질에 한 만족도를 묻는 진로교육경험 조사 다. 세 가지 

역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진로개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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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문항 수 사례 수 신뢰도

진로개발 역량 12 15 .8112

자아인식 3 15 .8285

학업/직업탐색 5 15 .8790

진로계획 4 15 .6129

 국내 연구  진로개발역량을 검사하는 검사도구로는 이지연(2001), 박

가열(2009), 김경화(2012)의 검사 도구가 있으나, 박가열과 김경화의 검

사 도구는 학생들의 재 수 과 필요 수 을 비교하기 한 것으로서 

진로개발역량의 수화에 을 맞춘 것이 아니었고, 이지연의 검사 도

구는 진로개발 역량의 수화에 을 맞추기는 하 으나 여러 가지 검

사  하나 기 때문에 진로개발역량검사는 간단하다는 문제 이 있었

다. 따라서 이지연(2001)의 검사 도구를 참고하되 그 세부내용과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설문조사도구 수정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지표(2004), 성인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지표(2006)를 참고하 다.

ⅰ)  선행연구에서의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이지연(2001)은 학생을 상으로 자신의 진로개발역량을 자가진단하

기 한 설문지를 개발하 다. 설문조사도구는 학생생활상담소  취업

지원센터의 문가와 학생을 상으로 각 문항에 한 내용 타당성 검

증 차를 가졌으며, 신뢰도 계수는 .61～.88로 나타났다. 

<표11> 진로개발 역량 측정변인들의 신뢰도(chronbach-α값)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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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 영역 문항번호

자아인식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1

대인관계, 재정관리, 스트레스 대처 2

신체․정서적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과업수행 3

학업/직업탐색

교내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용 4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 인식 5

직업/취업 정보수집 활용 6, 7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8

진로계획

의사결정기술 9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능력 10

변화하는 성 역할 적응 11

진로전환능력 12

구분 항목 설명

관점/

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직업 및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외부환경)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능력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유지 노력(내부)

평생학습능력
계속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태도(외부)

다양한 역할간 

균형유지 능력

일, 가정, 여가 등 다양한 측면의 역할 

이하와 역할 간 균형유지능력

<표12> 이지연(2001)의 진로개발역량 조사도구

 그러나 의 설문지는 2001년 미국의 진로개발역량지표(NCDA, 1989)

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었고, 이후 2004년과 20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진로개발역량지표를 수정하여 발표하 기 때문

에 우리나라의 진로개발역량지표를 용하여 설문조사도구를 수정할 필

요가 있었다. 아래 <표13>과 <표14>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

한 진로개발역량지표들이다.

<표13>우리나라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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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자기이해 자기이해능력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

외부세계

탐색

직업/취업 

정보수집 

활용능력

직업/취업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활용능력

계획 및 

의사결정
의사결정기술

진로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기술

실행

네트워킹능력 인적네트워킹 구축과 활용능력

취업능력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보유와 향상능력(구직기술)

진로전환능력
창업, 재취업 등 진로전환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과 기술

재정관리능력 자신(가계)의 재정설계 및 관리기술

스트레스관리능력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기술

구분 대학생 성인

진로개발 단계 진로준비 진로유지

단계별 진로교육 목표

자신이 의사결정한 직업 또

는 진로의 획득 및 입직을 

위한 준비행동을 전개한다.

직업을 획득한 이후의 진로

를 유지․개선하거나 직업적

응 및 직업전환을 수행한

다.

자신의

이해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자신

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

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

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

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하

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발전시킨다. 

직업세

계

의 이해

및 탐색

일과 직업의 

이해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가 

개인의 삶과 직업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

경의 변화가 개인의 진로개

발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

고 대응한다.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 

형성

긍정적인 조직 문화의 형성

과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

서 요구되는 태도와 습관을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

무성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영위한다. 

자료: 진미석․윤형한(2004), 성인대상 진로개발 지원인력의 양성․활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표14> 우리나라 성인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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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른다.

진로정보의 

탐색․해석․평가․
활용

자신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석․평가․활용

한다.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진

로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한

다. 

진로계

획

및 관리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 다양한 학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생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학습결과를 진로결정에 활

용한다. 

진로의사결정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

략을 계획한다.

직업선택․유지․전환의 목표

에 적합한 세부계획과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진로계획 및 

설계

진로계획의 실천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한다.

진로계획의 실천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신의 

진로를 활성화시킨다. 

효과적인 구직․
직업유지․전환

구직 및 직업유지․전환을 

위해 요청되는 역량을 강화

한다. 

직업선택 ․창업 ․유지 ․전환에 

요구되는 역량을 심화․발전

시킨다. 

자료: 임언․ 김안국(2006), 진로지도와 노동시장 이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년에는 국가 수 의 진로교육 목표를 구성하려는 시도로서, 생애단

계별 진로교육의 목표를 제시하 다. 2006년의 연구는 진로개발의 단계

를 등학교, 학교, 학교, 성인으로 나 어 각 단계별 진로교육의 목

표를 세웠다는 에서 성인단계의 진로개발 목표만을 다룬 2004년 연구

와 차이 이 있다. 한 2004년과 2006년의 진로개발역량지표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진미석․윤형한(2004)의 지표(<표6>)에는 임언․김안국

(2006)의 지표(<표3>)에 없는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능력’, ‘취업 능

력’, ‘재정 리 능력’, ‘스트 스 리 능력’ 항목이 있었고, 신 임언․김

안국(2006)의 지표에 있는 ‘일과 직업의 이해’, ‘ 정 인 직업가치와 태

도 형성’ 항목이 없었다. 한 임언․김안국(2006)의 지표에서 ‘다른 사람

과의 정 인 상호작용’이라고 명명한 능력을 ‘네트워킹 능력’이라고 명

명하여, 용어의 사용이 보다 구체 이고 명확하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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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설명

관점/

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최근 미술계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해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능력

자신의 장점을 찾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는 태도

평생학습능력
일생에 걸쳐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태도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능력

일, 가정, 여가 등 다양한 측면의 역할 

이해와 역할 간 균형유지능력

기술/

능력

자기이해 자기이해능력
적성, 성격, 가치관 등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

외부세계 

탐색

직업/취업 정보

수집 활용능력

직업/취업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계획 및 

의사결정
의사결정기술

의사결정시 가정생활, 경제적 여건 등 

실제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능력

실행

네트워킹능력
일과 관련하여 인맥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

취업능력
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 

향상하는 능력

진로전환능력
창업, 재취업, 직업변경 등 진로전환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술

재정관리능력 자신(가계)의 재정설계 및 관리기술

스트레스관리능력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기술

ⅱ)  본 연구에서의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비교  구체 이라고 생각되는 진미석, 윤형한(2004)의 

진로개발역량지표를 참고하여 미술 학생에 맞도록 용어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진로개발역량 지표를 만들었다.

<표15> 미 생에 맞게 수정한 진로개발역량 지표

 미술 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 부분이 기업체에 취직하는 일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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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 영역 문항번호

관점

/태

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최근 미술계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해
2, 9, 25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능력

자신의 장점을 찾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는 태도
5, 18, 26

평생학습능력
일생에 걸쳐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태도
3, 7, 27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능력

일, 가정, 여가 등 다양한 측면의 역할 

이해와 역할 간 균형유지능력
6, 19, 28

기술

/능

력

자기이해능력
적성, 성격, 가치관 등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
1, 10, 29

직업/취업정보

수집, 활용능력
직업/취업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8, 12, 30

의사결정기술
의사결정시 가정생활, 경제적 여건 등 

실제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능력

13, 21, 

31 

네트워킹 능력
일과 관련하여 인맥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

15, 22, 

32

업무능력
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 

향상하는 능력

14, 17, 

33

진로전환 능력
창업, 재취업, 직업변경 등 진로전환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술
4, 20, 34

과 달리 ‘고용 시장의 변화’, 는 ‘직장 생활’에 하여 묻는 것이 합

하지 않아 보 기 때문에 용어를 ‘최근 미술계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 

‘일과 련하여’ 등으로 수정하 다. 수정된 지표의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서울 학교 미술 학 석사과정 학생 6명에게 용어와 내용에 한 

자문을 구하 다. 자문 결과 ‘재정 리 능력’항목은 아직 직업세계에 입

문하지 않은 학생에게 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스트 스 리

능력‘항목은 무 범 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두 항목을 지표에서 제

외하 다. 

<표16> 미 생에게 맞도록 수정한 진로개발역량 조사도구 

3번, 31번, 32번은 역으로 질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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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도구는 <표15>의 지표를 활용하여 진로개발역량수 을 측정하기 

한 자가 진단형의 질문으로 구성하 다. 질문 구성에는 국내 연구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묻는 이지연(2001)의 설문지를 참고하 다. 보

다 구체 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여 각 항목 당 3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한 뒤 신뢰도 검사를 통해 내  일치도를 평가하 다. 

 1차 개발된 설문조사도구는 서울 학교 사범 학 미술교육 공 교수 1

명과 박사과정 학생 1명, 석사과정 학생 3명, 서울 학교 미술 학 석사

과정 학생 2명에게 각 문항에 한 타당성 검증의 차를 가졌다. 그 결

과 단어의 명료성, 복 항목 등에 한 지 이 있어 수정․보완하 다. 

그리고 수정․보완된 도구로 30세 이하의 서울 시내 미술 학 졸업생 30

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신뢰도 계수는 .61로 나타났다. 

비조사 신뢰도 검사 결과, 본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기존 검사와 비교

하여 양호한 수 으로 단되어 의 도구를 본 조사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처음 쓰이는 도구인 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도 신뢰도 검사

를 한 번 더 실시하 다.

 진로개발역량에서 모든 문항에 한 응답은 5  척도 으며, 1 은 

 아니다, 2 은 아니다, 3 은 보통이다, 4 은 그 다, 5 은 매우 그

다 다. 검사도구의 문항들은 진로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를 묻는 것들이었는데, 역으로 질문한 경우에는 수 한 역으로 계

산하 다. 진로개발역량 체의 수는 각 문항의 수의 합계로 계산하

다.  

나 .  진로결정수

 

 진로결정수 의 구성요소에 해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2001)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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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불안을 기 으로 하 으며, Osipow, Carney&Barak(1976)은 확신과 

미결정성을 심으로 진로결정정도를 측정하 다. 진로결정수  련 연

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도구는 Osipow, Carney&Winer, Yanico 

그리고 Koschir(1980)에 의해서 개발된 Carrer Decision Scale(CDS)이

다. 이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  검사는 CDS를 고향자(1992)가 

국내 실정에 맞게 한 문장으로 번안한 것을 이용하 다. 

 CDS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2개 문항은 진로와 공 

선택에 한 확신수 에 해, 다음 16개 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제조건에 해 묻고 마지막 문항은 응답자의 진로포부를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는 체 인 미결정 수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요인분석을 통해 미결정에 한 네 가지의 원인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 원인들은 ①구조와 확신의 부족(a lack of structure and 

confidence), ② 근- 근 갈등(approach-approach conflict), ③선호하는 

선택에 한 지각된 외  장애물(perceived external barriers th 

preferred choice), ④개인  갈등(personal conflict)이다(김은정, 2011).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의 19번 문항을 제외한 18개 문항만을 사용하 다. 

 Osipow 등(1980)이 보고한 진로결정수  검사(CDS)의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90  .82 다. 고향자(1992)는 번안된 진로결정수  검사의 신

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 계수는 .86, 반분신뢰도는 .8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으로 보고하 다. 한 김은진(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 계수를 .87로 보고하 으며, 한국고용정보원(2009)은 검사

의 Cronbach's a 계수를 .74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진로결정

수  검사(CDS)의  Cronbach's a 계수는 .72로서 양호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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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문항 번호

진로교육 경험 여부 1

경험한 진로교육의 형식 2

경험한 진로교육의 총 시간 3

경험한 진로교육의 내용 4

경험한 진로교육 양에 대한 만족도 5

경험한 진로교육 질에 대한 만족도 6

다 .  진로교 육 경 험

 미술 학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 진로개발역량의 차이가 학생들이 경

험한 진로교육의 내용과 형식, 양과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진로교육경험을 조사하 다. 조사도구의 내용과 문항 번호는 다음과 같

다. 

<표17> 진로교육경험 조사도구

 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 미술 학생에

게 맞게 수정한 진로개발역량 지표의 각 항목들을 선택지로 하 다.  

3 .  분 석 방 법

 설문 조사 결과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을 시행하

다. 

첫째, 각 재된 요인들의 문항들이 얼마나 신뢰로운가를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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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상관정도 해석

1.0 완전한(perfect)상관

0.70 이상 매우 높은(very strong)상관

0.50∼0.69 높은(substantial)상관

0.30∼0.49 중간(moderate)상관

0.10∼0.29 낮은(low)상관

0.01∼0.09 매우 낮은(negligible)상관

하여 문항 내  신뢰도(Cronbach α)를 산출하 다.

 둘째, 진로결정수 , 진로개발역량이 개인배경 변인과 진로교육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one way 

ANOVA 검정을 실시하 고,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검정을 사용하

다.

 셋째, 진로개발역량  하  항목과 진로결정수  간의 상 계를 분

석하기 해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피어슨 상 계수에 의한 정에 있어 Davis(1971)의 견해를 참고

하 다. 

<표18> 피어슨 상 계수(r)에 한 상 정도 단 기

자료:  Davis J.A(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NJ: 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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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수집된 자료의 입력과 분석은 SPSS 로그램을 이용하 다. 먼  미술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과 진로개발역량, 진로교육경험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고 응답자의 성별, 학교, 공, 학년, 학번에 따라 각 집단별

로 통계  유의차가 있는지 분석하 다. 한 진로결정수 -진로개발역

량, 진로결정수 -진로교육경험, 진로개발역량-진로교육경험의 상 계

를 분석하 다.  

1 .  진로개발역량

가 .  신 뢰 도  검 사  결과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진로개발역량 문항의 내  일치도를 평가

하기 해 신뢰도 검사를 하 다.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로 평가하

는데, 이 계수는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산출되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보고, 통상 으로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체 문항은 진로개발역량 지표에 따라 10가지 하  항목으로 분류하

고, 각 항목별 내  일치도를 평가하 다. 검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7번(의사결정기술) 항목을 제외하고는 cronbach α 계수가 .68～.78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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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역량

합계

Pearson 

상관계수

.676
**

.761
**

.608
**

.789
**

.729
**

.603
**

.631
**

.706
**

.791
**

.586
**

유의확률
<.00

1

<.00

1

<.00

1

<.00

1

<.00

1

<.00

1

<.00

1

<.00

1

<.00

1

<.00

1

구분 하위항목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문항 신뢰도

(Cronbach α)

관점/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2, 9, 25 3  .689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5, 18, 26 3  .701

평생학습능력 3, 7, 27 3 .729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6, 19, 28 3  .789

기술/능력

자기이해 1, 10, 29 3  .708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 8, 12, 30 3  .681

의사결정기술 13, 21, 31 3  .574

네트워킹 능력 15, 22, 32 3  .687

업무능력 14, 17, 33 3  .688

진로전환 능력 4, 20, 34 3  .686

포를 보여 양호한 내  일치도를 보 다.

<표19>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사결과

나 .  진로개발역량과 하  항 목  간 의 상  분 석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각 하  항목들이 진로개발역량을 잘 변해주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진로개발역량과 하  항목들 간의 상  분석을 시행

하 다.

<표20>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개발역량 하  항목 간의 상 계수

*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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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관점/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2.85 0.77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3.68 0.73

평생학습능력 3.99 0.70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3.54 0.76

자기이해 3.91 0.73

기술/능력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 2.50 0.77

의사결정기술 3.47 0.61

네트워킹 능력 2.93 0.81

업무능력 3.28 0.71

진로전환 능력 3.13 0.74

진로개발역량 총점 3.33 0.49

 상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 

상 계수는 .58～.79로 비교  높은 상 계를 보 다. 따라서 진로개발

역량 지표에 따른 각 하  문항들은 진로개발역량 체를 체로 잘 

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  진로개발역량 검 사  결과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22>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수 (N=317)

(5점: 매우 그렇다 ～ 1점: 전혀 아니다)

 진로개발역량은 항목별로 2.50～3.99, 총 은 3.33으로서, 4년제 학생 

일반을 상으로 한 이지연(2001)의 연구에서 4.10～5.15(7  척도) , 박

가열(2009)의 연구에서 2.54～3.09 , 김경화(2012)의 연구에서 2.92～3.82

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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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로는 조 씩 차이가 있었는데, ‘평생학습능력’항목에서 평균 3.99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여 평생학습의 요성에 해 체로 잘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능력’항목에서

는 평균 2.5 으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4년제 학생들의 직업탐색능력

이 다른 진로개발역량 항목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는 이지연(2001)의 

연구와 임언, 김안국(2006)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두 번째로 역

량 수가 높은 항목은 ‘자기이해’항목(3.91 )이었는데, 4년제 학생들

을 상으로 한 박가열(2009)의 연구에서 2.91 , 김경화(2012)의 연구에

서 3.22 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 다. 연구 상이 서울소재

의 미술 학 3곳인 만큼 미술 학생 체를 변하기는 어렵지만, 미술

학의 경우 입학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치름으로써 입학 에 미술과 

련된 경험을 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자기이해’

항목의 수가 높았던 것은 미술 학 학생들의 특이 이 드러난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라 .  기 본  인 사 항 에  따 른  진로개발역량의 차 이

 연구 상들의 기본 인 사항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해 성, 학교, 공, 학년, 학번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분석하 다. 성별, 학년별 진로개발역량 분석을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 고, 공별, 학교별, 학번별 진로개발역량 분석을 해 one way 

ANOVA 검정을 사용하 다.  

①　성별 진로개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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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개발역량 남학생 여학생

구분 하위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관점/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2.71 0.74 2.87 0.77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3.67 0.69 3.68 0.74 

평생학습능력 3.93 0.61 3.99 0.71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3.51 0.65 3.54 0.78 

자기이해 3.79 0.61 3.93 0.75 

기술/능력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 2.54 0.80 2.49 0.76 

의사결정기술 3.41 0.63 3.48 0.61 

네트워킹 능력 3.11 0.87 2.90 0.80 

업무능력 3.25 0.66 3.28 0.71 

진로전환 능력 3.03 0.62 3.15 0.75 

역량 합계 3.30 0.46 3.33 0.49 

진로개발역량 E대학교 S대학교 H대학교

항목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88 0.79 2.81 0.82 2.86 0.71 

2 3.74 0.73 3.65 0.80 3.65 0.68 

3 4.03 0.72 3.89 0.68 4.03 0.70 

4 3.60 0.78 3.46 0.81 3.55 0.71 

5 4.04 0.72 3.84 0.73 3.87 0.73 

6 2.56 0.71 2.52 0.84 2.42 0.74 

7 3.51 0.62 3.39 0.63 3.52 0.59 

8 2.78 0.72 3.04 0.89 2.96 0.81 

9 3.37 0.72 3.20 0.71 3.26 0.69 

10 3.30 0.78 3.05 0.74 3.06 0.68 

역량 합계 3.38 0.48 3.29 0.52 3.32 0.46 

<표22> 성별 진로개발역량(N=317)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②　학교별 진로개발역량

<표23> 학교별 진로개발역량(N=317)

진로개발역량 번호별 항목구분: 1.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2.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3.평생학습

능력  4.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5.자기이해  6.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  7.의사결정기술  8.네

트워킹 능력  9.업무능력  10.진로전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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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 서양화 조소 판화

항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75 0.72 2.90 0.77 2.85 0.84 2.97 0.64 

2 3.70 0.75 3.70 0.79 3.60 0.57 3.53 0.42 

3 4.04 0.67 4.03 0.71 3.77 0.70 4.10 0.61 

4 3.47 0.79 3.62 0.76 3.43 0.69 3.27 0.91 

5 3.95 0.70 3.96 0.75 3.78 0.70 3.70 0.79 

6 2.58 0.79 2.48 0.76 2.48 0.79 2.27 0.49 

7 3.47 0.59 3.52 0.61 3.34 0.61 3.50 0.79 

8 2.79 0.70 2.96 0.86 3.02 0.83 2.90 0.72 

9 3.29 0.68 3.29 0.76 3.26 0.63 3.07 0.41 

10 3.18 0.82 3.13 0.72 3.09 0.71 2.97 0.51 

계 3.32 0.48 3.36 0.51 3.26 0.42 3.23 0.42 

 One way ANOVA 검정 결과, 진로개발역량 하  항목  ‘진로 환능

력’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Bonferroni 사후 검정 결

과 E 학교가 S 학교(유의확률 0.39), H 학교(유의확률 .043)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를 보 다. 진로 환능력은 공이나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경우 타 공, 직업으로 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 항목의 수가 높았다는 것은 진로 결정에 있어 융통성이 있고 변화

에 해 개방 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E 학교 학생

들은 S 학교, H 학교 학생들보다 진로 환에 해 개방 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별 진로개발역량

<표24> 공별 진로개발역량(N=317)

진로개발역량 번호별 항목구분: 1.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2.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3.평생학습

능력  4.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5.자기이해  6.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  7.의사결정기술  8.네

트워킹 능력  9.업무능력  10.진로전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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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개발역량 3학년 4학년

구분 하위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관점/

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2.84 0.86 2.86 0.71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3.70 0.68 3.67 0.76 

평생학습능력 3.98 0.66 3.99 0.72 

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3.58 0.68 3.51 0.80 

자기이해 3.94 0.66 3.90 0.77 

기술/

능력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 2.52 0.84 2.48 0.72 

의사결정기술 3.51 0.63 3.45 0.60 

네트워킹 능력 3.02 0.87 2.88 0.78 

업무능력 3.24 0.72 3.30 0.70 

진로전환 능력 3.22 0.69 3.09 0.76 

계 3.36 0.50 3.31 0.48 

 One way ANOVA 검정 결과, 공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④ 학년별 진로개발역량

<표25> 학년별 진로개발역량(N=317)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3학년과 4학년은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⑤ 학번별 진로개발역량

 01학번부터 04학번까지는 연구 상자가 각각 1명씩이었으므로 통계분

석에서 제외하 다. One way ANOVA 검사 결과, 학번에 따른 진로개

발역량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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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2.33 0.00 2.77 0.79 2.90 0.75 2.79 0.75 2.93 0.69 2.86 0.89 

2 3.67 1.89 3.65 0.79 3.73 0.59 3.65 0.82 3.70 0.72 3.70 0.67 

3 4.00 0.47 4.08 0.77 4.01 0.59 3.92 0.79 4.04 0.63 3.99 0.68 

4 3.50 1.18 3.27 0.99 3.55 0.64 3.51 0.84 3.60 0.73 3.57 0.70 

5 3.83 0.24 3.71 0.84 4.10 0.63 3.86 0.78 3.88 0.76 3.98 0.67 

6 1.83 0.24 2.60 0.65 2.60 0.80 2.38 0.71 2.47 0.78 2.63 0.82 

7 3.67 0.47 3.38 0.74 3.55 0.69 3.45 0.54 3.45 0.63 3.52 0.65 

8 2.50 0.71 3.10 0.66 2.92 0.82 2.78 0.77 2.97 0.83 3.06 0.86 

9 3.33 0.94 3.29 0.62 3.30 0.63 3.21 0.77 3.33 0.67 3.29 0.73 

10 3.00 0.47 3.10 0.70 3.00 0.76 3.14 0.74 3.13 0.79 3.21 0.69 

계 3.17 0.61 3.30 0.51 3.36 0.42 3.27 0.49 3.35 0.46 3.38 0.53 

<표26> 학번별 진로개발역량(N=317)

진로개발역량 번호별 항목구분: 1.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2.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3.평생학습

능력  4.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  5.자기이해  6.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  7.의사결정기술  8.네

트워킹 능력  9.업무능력  10.진로전환 능력

2 .  진로결정수

 진로결정수 에서 모든 문항에 한 응답은 5  척도 으며, 1 은 

 아니다, 2 은 아니다, 3 은 보통이다, 4 은 그 다, 5 은 매우 그

다 다. 검사도구의 문항들은 진로결정을 하 는지 묻는 것들이었는데, 

역으로 질문한 경우에는 수 한 역으로 계산하 다. 진로결정수  

체의 수는 각 문항의 수의 합계로 계산하 다. 

  미술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은 3.31±0.71 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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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이억범(2007)의 연구에서 서울, 경기, 충청지역 4년제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이 3.37±0.67로 나타났고, 이 희(2006)의 연구에서 국 4

년제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은 3.22±0.64로 나타났다는 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연구 상들은 일반 인 수 의 진로결정수 을 보 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상자들의 기본 인 사항(성, 학교, 학년, 학번)에 따라 진로 결

정수 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 다.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결정수

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학교별, 학번별에 따른 

진로결정수 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one way ANOVA 검정을 사용

하 으며,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검정을 사용하 다.  

① 성별 진로결정수  

<표27> 성별 진로결정수 (N=317)

성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남학생 3.27 0.71
0.714

여학생 3.32 0.71

 남학생의 진로결정수 은 3.27, 여학생의 진로결정수 은 3.32로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수

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힌 Daniels & Buck(1984), Harren(1979)등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② 학교별 진로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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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학교별 진로결정수 (N=317)

대학교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사후검정

대학교 유의확률

E 대학 3.28 .69

0.01**

S 대학 .131

H 대학 1.000

E 대학 .131

S 대학 3.48 .73
H 대학 .008**

E 대학 1.000
H 대학 3.19 .68

S 대학 .008**

* : 유의확률<0.05 ; **: 유의확률<0.01

  E 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3.28, S 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은 3.48, H 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은 3.19로, ANOVA 검정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S 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이 H 학교 학

생들의 진로결정수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S 학교 학생들

과 E 학교 학생들의 수 차이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③ 학년별 진로결정수  

 3학년과 4학년의 진로결정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29> 학년별 진로결정수 (N=317)

학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3 3.32 0.69 
.375

4 3.30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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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2005 2.72 0.63 

.79

2006 3.19 0.72 

2007 3.40 0.70 

2008 3.27 0.67 

2009 3.31 0.74 

2010 3.37 0.72 

④ 학번별 진로결정수

<표30> 학번별 진로결정수 (N=317)

 학년과는 별개로, 입학한 연도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의 

내용과 양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학번별 진로결정수 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학번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  진로교 육 경 험

 진로교육경험 조사에서는 학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이 있는지의 

여부와 경험했다면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양과 질에 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진로교육을 경험한 이 있는지 여부

는 2  척도로, [1 : , 2 : 아니오] 으며, 그 양과 질에 하여 충분

하다고 생각하는지는 5  척도로 [1 : 매우 충분하다, 2 : 충분하다, 3

: 보통이다, 4 : 부족하다, 5: 매우 부족하다] 다. 　   

 학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이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총 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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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경험

여부

진로교육의 양 

충족도

진로교육의 질 

충족도

남학생
평균 1.78 4.04 3.95

표준편차 .41 .82 .98

여학생
평균 1.77 4.36 4.32

표준편차 .41 .68 .71

약 78%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약 2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학에

서 진로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수가 경험한 학생에 비해 약 3.5배 

많았다.

  연구 상자들의 기본 인 사항(성, 학교, 학년, 학번)에 따라 진로교육

경험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 다.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교육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학교별, 학번별에 따른 진로

결정수 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one way ANOVA 검정을 사용하

으며,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검정을 사용하 다.  

① 성별 진로교육경험

<표31>성별 진로교육경험(N=317)

 학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했는지 여부에 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진로교육의 양 만족도와 질 만족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진로교육의 양과 질 

모두 약간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진로교육의 양과 질의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은, 능력이나 교육효과의 차이가 아니

라 단순한 만족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한 이유로는 여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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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경험

여부

진로교육의 양 

만족도

진로교육의 질 

만족도

E대학교

평균 1.71 4.40 4.35

표준편차 .45 .66 .67

유의확률 .111 .754 1.000

S대학교

평균 1.84 4.22 4.18

표준편차 .36 .74 .86

유의확률 .111 .754 1.000

H대학교

평균 1.77 4.33 4.29

표준편차 .41 .70 .74

유의확률 .111 .754 1.000

진로교육에 한 기 치가 남학생보다 상 으로 낮았거나 진로교육 자

체에 하여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② 학교별 진로교육경험 

<표32> 학교별 진로교육경험(N=317)

* : 유의확률<0.05 ; **: 유의확률<0.01

 학교에 따른 진로교육경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별 

종합 학 차원에서의 진로 련 지원을 보면, 세 학교 모두 부설기 으로

서 취업지원센터, 혹은 경력개발센터 등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집단  

개인상담, 이력서  면 비 특강,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학

교별 미술 학 진로 련 교과목 운 황을 보면, E 학교는 2과목, S

학교는 3과목을 운 하고 있었고, H 학교는 진로 련 교과목을 운 하

지 않았다. 진로 련 교과목 운 에 차이가 있음에도 H 학과 나머지 

두 학 학생들의 진로교육경험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진로

련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수강하지 않았거나, 수강하 으나 진

로교육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교과목 수강 외의 부설기 을 이용한 

특강  상담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체의 22%라는 것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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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경험

여부

진로교육의 양 

만족도

진로교육의 질 

만족도

동양화

평균 1.78 4.49 4.51

표준편차 .42 .64 .60

유의확률 .020* .007** .001**

사후검정
서양화 1.000 .758 .174

조소 .456 .006** .000**

서양화

평균 1.81 4.34 4.29

표준편차 .39 .68 .69

유의확률 .020* .007** .001**

사후검정
동양화 1.000 .758 .174

조소 .049* .091 .044*

조소

평균 1.65 4.08 3.98

표준편차 .48 .81 1.03

유의확률 .020* .007** .001**

사후검정
동양화 .456 .006** .000**

서양화 .049* .091 .044*

볼 때, 부설기  이용의 비 이 높아 교과목 수강의 향력이 었다는 

해석보다는 설치된 진로 련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수강하면서도 

진로교육으로 인식하지 못다는 해석이 더 유력해 보인다.  

③ 공별 진로교육경험

<표33> 공별 진로교육경험(N=317)

* : 유의확률<0.05 ; **: 유의확률<0.01

 화과의 경우 총 인원이 10명으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분석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세 공을 비교해 보면, 서양화과의 진로교육경험

이 조소과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동양화과의 진로교

육 양 만족도가 조소과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조소과의 진

로교육 질 만족도가 동양화과와 서양화과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 반 으로 조소과의 경우 진로교육경험이 상 으로 낮고 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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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경험

여부

진로교육의 양 

만족도

진로교육의 질 

만족도

3학년

평균 1.86 4.31 4.27
표준편차 .33 .76 .87
유의확률 .000** .139 .034*

사후검정 .004
**

.958 .922

4학년

평균 1.72 4.32 4.28
표준편차 .44 .67 .70

유의확률 .000** .139 .034*

사후검정 .004
**

.958 .922

육의 양과 질에 한 만족도도 상 으로 낮았다. 학교별 미술 학 진

로 련 교과목 운 황을 볼 때, E 학교는 서양화과에서 2과목을, S

학교는 서양화과에서 1과목, 조소과에서 2과목을 운 하고 있었는데 진

로 련 교과목을 운 하지 않는 동양화보다도 조소과의 진로교육 양과 

질에 한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은 동양화과 학생들이 진로교육에 한 

필요성을 덜 느 거나, 조소과 학생들이 진로교육에 한 요구가 높은 

데 반해 마땅히 참여할 만한 진로교육 로그램은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④ 학년별 진로교육경험

<표34> 학년별 진로교육경험(N=317)

* : p<0.05 ; **: p<0.01

  ANOVA 검정 결과  3, 4학년 학생들의 진로교육경험과 진로교육의 

질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Bonferroni 검정

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학년 학생들의 진로교육경험이 3

학년 학생들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④ 학번별 진로교육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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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경험

여부

진로교육 양 

만족도

진로교육 질 

만족도

2005
평균 2.00 4.50 4.50

표준편차 .00 .70 .70

2006
평균 1.81 4.25 4.37

표준편차 .40 .68 .50

2007
평균 1.63 4.24 4.18

표준편차 .48 .86 .80

2008
평균 1.73 4.27 4.25

표준편차 .44 .67 .67

2009
평균 1.80 4.35 4.28

표준편차 .40 .71 .82

2010
평균 1.86 4.36 4.30

표준편차 .34 .70 .85

<표35> 학번별 진로교육경험(N=317)

 01학번부터 04학번까지는 연구 상자가 각각 1명씩이었으므로 통계분

석에서 제외하 다. One way ANOVA 검사 결과, 학번에 따른 진로교

육경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  상  분 석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 진로교육경험이 상 계가 있

는지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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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합계

역량합계
Pearson 상관계수 .578**

유의확률 .000

1 2 3 4 5 6 7 8 9 10

진

로

결

정

Pearson 

상관계수

.458
**

.404
**

.202
**

.398
**

.473
**

.292
**

.391
**

.498
**

.439
**

.219
**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36>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의 상  분석

* : p<0.05 ; **: p<0.01

 분석 결과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 

(상 계수 .578, 유의확률 < 0.001)가 있었다. 이는 사회과학의 상 연구

에서 의미 있는 상 도 수 으로 단하는 .4이상의 상 계수로, 진로개

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사이에 정  상 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이 정  상 계를 가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실증 으로 뒷받침되었다.

<표37> 진로개발역량의 각 항목들과 진로결정수  간의 상 계

* : p<0.05 ; **: p<0.01

 한 진로개발역량의 각 항목들이 진로결정과 얼마나 상 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진로개발역량의 각 항목과 진로결정수  간의 상  분

석을 해보았다. 분석 결과 8번 항목(네트워킹 능력)이 .498의 상 도를 

보여 개별 으로 진로결정과 가장 상 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미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보았을 때, 가장 수가 낮은 항목은 6번 항목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능력)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로

는, 스스로 직업/취업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보다는 주변 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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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간 으로 경험한 직업에 한 정보들이 미술 학생들의 진로결

정에 더 큰 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으로 진로결정과 가장 상 도가 낮았던 항목은 3번 항목(평생학

습능력)이었다. 평생학습능력은 미술 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온 진로

개발역량 항목이다. 이 항목과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가 낮게 나왔

다는 것에서 미술 학생들이 평생학습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진로

결정과는 큰 상 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  종 합 분 석   논 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은 상 계수 0.578의 정 상 계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 으로 삼은 Davis(1971)의 분석방법에서는 

상 계수 0.5 이상을 높은(strong)상 으로 규정하 으므로 진로개발역량

과 진로결정수 은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과 계까지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진로개발역량이 높으면 진로결정수

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 로 진로결정수 이 높으면 진로개발역

량이 높을 가능성도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진로개발역량의 하  항목들과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인 항목은 네트워킹능력이었

으며, 가장 낮은 상 계를 보인 항목은 평생학습능력이었다.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의 총 평균 수는 3.33 이었는데, 항목별

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가 나온 항목은 평생학습능력으로 3.99 이

었고, 가장 낮은 수가 나온 항목은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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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었다. 

 평생학습능력의 경우 가장 높은 수가 나왔지만 진로결정수 과의 상

도는 가장 낮았다. 평생학습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과 일을 인생의 

어느 한 단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에 걸쳐 지속해나가는 것이기에, 

지  당장 진로결정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진로결정수 과의 상 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능력 항목과 

진로결정수 과의 개별 인 상 계를 보았을 때는 .292로 유의미한 상

계가 없었다.

 진로개발역량의 하  항목들  진로결정수 과 상 도가 가장 높은 항

목은 네트워킹능력이었다. 네트워킹능력은 일과 련하여 인맥을 구축하

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소속 학과의 사람들이나 

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며 직업정보를 교환하는

가를 물었다.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능력이 진로결정수 과 상 계가 

가장 낮았던 것에 반해 네트워킹능력과 진로결정수 의 상 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에는 스스로 수집한 직업/

취업정보보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가 더 큰 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킹능력은 진로결정수 과의 상 도가 높은 것에 반해 

역량 자체의 수는 2.93으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미술 학생이 학

생활을 하며 진로결정을 원활히 하기 해서는 소속 학과의 사람들이나 

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며 직업정보를 교환하는 

일의 요성을 알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화에 한 이해와 수용 항목 역시 진로개발역량에서 수가 

2.85로 낮았으나 진로결정수 과의 상 도가 높은 편이었다. 미술 학생

들은 학 입학 에 이미 한차례 진로결정을 했던 학생들인 만큼, 학

생활을 하면서 시 의 변화, 직업세계의 변화 등에 응하여 진로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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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가 그 지 않은가가 진로결정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보면, S 학교의 진로결정수 은 H 학교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진로개발역량의 10번 항목인 진로 환능력은 E

학교에 비해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S 학교가 세 학교  상

으로 높은 진로결정수 을 보인 데 반하여 상 으로 낮은 진로

환능력을 보인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S 학교 학

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해 자신감과 만족감이 강하여 진로 환

에 한 고민이나 노력을 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당장은 가장 정 인 진로결정 모델로 볼 수도 있으나, 학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상 외로 직업에 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처능력이 떨

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학교의 풍토상 진로 환을 정 으로 생각하

는 분 기가 조성되어있지 않아 다른 공이나 직업에 하여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진로가 수동 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진로 환에 해 개방 인 풍토를 만났을 때 진로결

정수 이 달라질 수 있다.

 공별로 보면, 조소과의 진로교육경험이 서양화과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진로교육의 양에 한 만족도는 동양화과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고, 진로교육의 질에 한 만족도는 동양화과와 서양화과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조소과의 경우 진로교육의 경험이 

상 으로 으며 진로교육에 한 양과 질에 한 만족도 한 낮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한 것은, 이 세 공이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모두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이 상 계가 있는데 진로교육경험은 진로개발역량과 진로

결정수  모두와 상 계가 없다는 것은, 진로개발역량이 높으면 진로

결정수 이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의 진로교육은 진로개발역량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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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수  모두에 실질 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들마다 진로와 련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이를 경험한 학생들은 

22%에 불과하며, 경험한 학생들조차 그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 의 학 진로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학년별, 학번별로 보면, 4학년의 진로교육경험이 3학년에 비하여 유의하

게 높았지만 학번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

녔는지와 계없이 4학년이 되어서야 진로교육경험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시스템이 4학

년에게 더 많은 진로교육경험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4학년이 되어서야 진로교육에 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한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진로교육경험의 차이가 있었지

만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의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 역시 공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의 학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과 진로결정수 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여 보면, 미술 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은 정

 상 계가 있어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것이 진로결정수 을 높이는 

것과 상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재의 진로교육경험은 진로

개발역량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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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과 진로개발역량수 이 상

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 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먼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미

술 학생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 계를 입증하 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학생의 진로발달단계와 진로교육 황을 알아보고, 진로

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에 하여 살펴보았다. 진로발달단계이론에서는 

학생 시기를 직업  직장을 탐색하고 구체 이고 실제 인 비를 해

나가는 시기로 보았다. 한 진로발달이론 기에는 이 시기가 진로선택

의 마지막 시기라고 보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이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흥미, 주의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

여 계속 으로 선택하며 응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학생의 진로교육 

황에서는 4년제 학 차원에서는 진로교육을 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

추고 있었으나 고학년 상의 심리검사  단순 취업정보 제공에 편향되

어 있었으며, 4년제 미술 학(단과 학)차원에서는 진로교육을 한 시스

템보다는 교과목에서 진로와 련된 강의들을 학별로 1～2개 정도 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로나 직업에 한 개 인 탐색을 찾아보기는 

어려웠고 특정 분야에 한 소개나 체험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의 진로결정수 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 과 련 있

는 변인들로서 진로교육 련 로그램 참여여부, 학년, 진로자기효능감 

등이 제기되었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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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학의 일반 인 학생들은 진로역량 개발과 련하여 당면한 취업

비에 즉각 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에 한 요구가 집 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과 진로개발역량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한 연구 방법을 검토하 다. 진로결정수  검사 도구는 

CDS(career Decision Scale)를 고향자(1992)가 우리문화에 맞게 한 

문장표 으로 번안한 것을 이용하 으며, 진로개발역량 검사는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 다. 설문조사도구를 

만드는 데에는 이지연(2001)의 설문조사도구를 참고하 는데, 문항 수가 

고 미술 학생들에게는 합하지 않은 용어나 내용이 있어 연구자가 

미술 학생에게 맞도록 용어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조사 내용을 구체

화하여 개발하 다. 개발된 도구는 내용 타당성에 하여 문가 4인에

게 검증을 받았으며, 비조사 실시 후 신뢰도를 확인하고 본 조사를 실

시하 다. 연구 상은 서울 시내 4년제 미술 학 세 곳의 회화과와 조소

과 3, 4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진로결정수 과 진로개발역량을 5  척도로 

체크하게 하 다. 분석 도구는 SPSS 18.0을 사용하 다.

 Ⅳ장에서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을 악하고, 

두 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한 성별, 학교별, 학년별, 학번

별, 진로개발역량의 구성 요인별 차이와 그에 따른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의 총 평균

수를 보면, 진로개발역량의 총 평균 수는 3.33 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는 3.99 (평생학습능력), 가장 낮은 수는 2.5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능력)이었다.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어 비교가 어렵지

만 이지연(2001)과 박가열(2009), 김경화(2012)의 선행연구와 비교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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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4년제 학생 일반과 비슷한 수 이었다. 미술 학생의 진로결정수

의 총 평균 수는 3.31 이었는데, 선행연구의 4년제 학생 일반과 비

슷한 수 이었다. 

 둘째,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의 상 계 분석에서는 상 계수 

0.578의 정 상 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 으로 삼은 

Davis(1971)의 분석방법에서는 상 계수 0.5 이상을 높은(strong)상 으

로 규정하 으므로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은 높은 상 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과 계까지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진로

개발역량이 높으면 진로결정수 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진로개발역량의 하  항목들과 진로결정수 과의 상 계는 항

목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인 항목은 네트워킹능

력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 계를 보인 항목은 평생학습능력이었다. 평

생학습능력의 경우 3.99 으로 가장 높은 수가 나왔지만 진로결정수

과의 상 도는 가장 낮았다. 평생학습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과 일을 

인생의 어느 한 단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에 걸쳐 지속해나가는 것이

기에, 지  당장 진로결정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진로결정수 과의 상

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수 과 상 도가 가장 높은 

진로개발역량 하 항목은 네트워킹능력이었는데, 네트워킹능력은 일과 

련하여 인맥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소속 학과의 사람들이나 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

며 직업정보를 교환하는가를 물었다. 직업/취업정보수집, 활용능력이 상

계수 .292로 진로결정수 과 상 계가 낮았던 것에 반해 네트워킹능

력과 진로결정수 의 상 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는 미술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에는 스스로 수집한 직업/취업정보보다는 주변 사람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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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얻은 정보가 더 큰 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킹능력은 진

로결정수 과의 상 도가 높은 것에 반해 역량 자체의 수는 2.93 으

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미술 학생이 학생활을 하며 진로결정을 원

활히 하기 해서는 소속 학과의 사람들이나 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며 직업정보를 교환하는 일의 요성을 알고 실천하

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화에 한 이해와 수용 항목 역시 진로개발역량에서 수가 

2.85로 낮으면서 진로결정수 과의 상 도가 높은 편이었다. 미술 학생

들은 학 입학 에 이미 한차례 진로결정을 했던 학생들인 만큼, 학

생활을 하면서 시 의 변화, 직업세계의 변화 등에 응하여 진로를 계

획 하는가 그 지 않은가가 진로결정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외국어능력이나 서류작성능력 등 취업과 직결되는 능력에 

한 요구가 높았던 것과 비교해볼 때, 의 결과는 미술 학생의 특성

을 잘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진로개발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은 진로교육경험의 유무와 상

이 없었다. 이는 재 종합 학이나 단과 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이 양  확장에 비하여 학생들의 실질 인 진로개발이나 진로결

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여 보면, 진로개발

역량수 과 진로결정수 이 높은 상 계를 보이므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진로결정수 을 높이는 데 도움을  것으로 보이나, 

재의 진로교육에서는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 에 도움을 주지 못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진로결정수 과 진로개발역량의 상 계를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 인 미술 학생의 진로교육내용을 구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평생교육 의 진로교육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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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 미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이 진로결정수 과 상 계가 있다

는 조사 결과는 미술 학생의 진로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기 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이 연구가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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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습니다. 

잘 읽고 평소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선택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안선영
※설문에 관한 문의사항은 010-6302-991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미술 학 회화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수 과

성인 진로개발과제에 한 인식 조사

진로결정수  조사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결정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가까운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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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매
우

아니다←중간→그
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

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__(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1 2 3 4 5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

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나는 ___(이)가 되고 싶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결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1 2 3 4 5

7

지금까지 나는 진로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

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

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

럽다.

1 2 3 4 5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

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 2 3 4 5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 2 3 4 5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 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

라도 받고 싶다.

1 2 3 4 5

12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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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

을 당장 할 수 없다.
1 2 3 4 5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

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

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1 2 3 4 5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__(이)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1 2 3 4 5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

은 정보가 필요하다.
1 2 3 4 5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항목
전혀            매
우아니다←보통이다
→그렇다

1
나는 미술을 전공하여 어떤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얻고 나면 교육받는 것을 그만

둘 것이다.  
1 2 3 4 5

3 나는 나의 적성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1 2 3 4 5

5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는 것은 일과 학습 및 여가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직업인으로서의 나, 가족으로서의 나, 여가생활에

서의 나 등 삶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
1 2 3 4 5

Ⅱ. 진로개발역량수  조사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고 성취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수월하

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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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7
졸업 후, 능력개발 및 직장적응을 위해 끊임없이 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학습할 것이다.  
1 2 3 4 5

8
교내·외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최근 미술계에 어떤 직업이 사라져가고, 어떤 직업

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삶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을 유

지할 수 있다.
1 2 3 4 5

12

각종 정보(미술계동향, 직업전망, 공모 및 지원 

프로그램, 고용정보)를 이용하여 진로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13
나의 진로 목표는 가정생활,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1 2 3 4 5

14
희망 진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15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에서의 인적 네트

워킹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현재 선후배관계나 선생님

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나가고 있다. 

1 2 3 4 5

16 희망하는 직업의 평균 소득 수준을 알고 있다. 1 2 3 4 5

17
직업을 얻은 후 이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식

이나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18
일, 대인관계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 

1 2 3 4 5

20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법

을 알고 있다.
1 2 3 4 5

21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희생하기 어려운지를 구분할 수 있

다. 

1 2 3 4 5

22 희망 진로 분야의 현직 종사자를 알고 있으며, 그 사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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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23
정해진 소득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고, 가계재정을 설계 

및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4
경력전환(이직/전직 및 은퇴계획)에 따르는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25
나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가 미술관련 직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26 나에게는 나의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이 있다. 1 2 3 4 5

27 교육과 훈련이란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직장과 가정, 여가생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30

내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셋 

이상 알고 있으며, 그 기관 및 단체의 고용 관행을 알고 

있다. 

1 2 3 4 5

31
나의 진로 목표는 나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이 불가능하다. 
1 2 3 4 5

32
앞으로 일과 관련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인맥을 

구축할 자신이 없다. 
1 2 3 4 5

33
나는 일과 관련한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34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직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업변경에 따르는 기회비용과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35
나는 앞으로의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36

나는 내가 병이 나거나 좌절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이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Ⅲ. 진로교육 경험 조사

 다음은 대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에는 작게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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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

1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없는 경우, 5번 질문으로→)

2

진로교육은 다음 중 어

떤 형식이었습니까? 

(경험한 형식 모두 체크

가능)

1)강의                  2)소규모 상담

3)1:1 개인상담          4)모의실습

5)현장견학              6)기타 (             )

3

대학교에서 받은 진로교

육의 총 

누적시간은 얼마입니까?

1)1시간 미만              2)1시간~5시간 미만

3)5시간~10시간 미만      4)10시간~20시간   

5)20시간 이상 

4

진로교육은 다음 중 어

떤 내용이었습니까?

(경험한 내용 모두 체크

가능)

1) 최근 미술계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

보

2) 자신의 장점을 찾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

는 방법

3) 일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일생에 

걸쳐 배우는 일의 중요성

4) 일, 가정, 여가 등 다양한 역할 이해와 역할 

간 균형 유지방법

5) 적성,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한 심리검사

6) 직업/취업과 관련된 정보수집방법 및 활용방법

7) 의사결정시 가정생활, 경제적 여건 등 실제적

인 여건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방법

8) 일과 관련된 인맥 구축과 활용

9) 일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 향상하는 

과/단과대학 수준에서 공식화된 프로그램에서 크게는 대학교 전체 수준에서 공

식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즉, 교수님이나 강사선생님 개인이 사적으로 

진행하신 일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수업의 경우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

이 공식적인 수업내용일 경우 포함하며, 사적인 대화일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

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대학 외부에서 경험한 일들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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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0) 창업, 재취업, 직업변경 등 진로전환을 계획

하고 추진하는 기술

11) 자신(가계)의 재정설계 및 관리기술

12) 일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기술

5
진로교육이 양적으로 충

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충분하다

2)충분하다

3)적당하다

4)부족하다

5)매우 부족하다

6
진로교육이 질적으로 충

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충분하다

2)충분하다

3)적당하다

4)부족하다

5)매우 부족하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계획 세우셔서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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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of art-major 

undergraduates 

-focusing on painting and sculpture 

department-

Sun-Young Ahn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s current situation of career 

education of college of art, analyzes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of art-major 

undergraduates, and considers what the problem of career guidance in 

college of art is and how to improve the quality. There are various 

causes to decide career decision scale, such as genetic cause, 

environmental cause, personal character, performance, and etc. 

However, there was lack of research on relativeness betwee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s to harmonize oneself and 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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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for one’s life goal, which is necessary to develop one’s 

career. Moreover,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art-major 

undergraduates who are lack of career information, and jobs for life, 

and need to be pioneers for their career by themselves. 

Therefore, this research used survey on 317 art-major 

undergraduates from three colleges of art (4-year-course) in Seoul to 

identify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to 

clarify relationship of both results. Furthermore, this research finds 

out items having high correlationship to career decision i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o help  develop vocational guidance of 

art-major undergraduates.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art-major 

undergraduates benefit career education in their college and whether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are 

improving through the educa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ir career 

education experience.

The summary of results is:

1) Compare to former researches,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of art-major undergraduates are 

similar to general undergraduate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sub-item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2)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have static correlations, coefficient of 0.578. As Davis(1971), standard 

of analysis in this research, provides that above coefficient 0.5 has 

strong correlations, it seems that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have strong correlations.

3)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in correlations  between sub 

item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Capability to networking showed highest correlations, and capability 

to lifelong study showed lowest correlations. In addition,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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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changes are significant items 

having high correlations with career decision scale but low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which reflects necessity of supporting career 

education.

4) There is no correlations among former experience of career 

education, satisfaction from quality and quantity of career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career education status of 

4-year-course college of art, and collected data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scale of art-major undergraduates. 

Moreover, comparing to the former research targeted on general 

undergraduat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roaden horizons of 

research to supporting career development for college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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