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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국가는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인적·물

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진로교육과 진로성숙도 또는 진로

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단선적인 관계만 살펴보았을 뿐, 이들의 통합

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의 진로

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넷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

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전

문가 검토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 척도를 제작하였

다. 이 척도는 교과(8문항), 비교과(8문항), 진로콘텐츠(3문항), 진로상담

(2문항), 진로교육태도(7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총 28문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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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및 구인타

당도(상관분석,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중·

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태

도(22문항), 능력(27문항), 행동(15문항)의 세 가지 하위 영역(총 6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415명을 연구 대상으

로 하였다. 이들의 2학년 1학기말 성적을 과목별로 수집하여 ‘학업성취

도’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Sobel test(Sobel, 1986)를 사

용하여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계수치=.209, p<.01).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계수치=.172, p<.05).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계수치=.140, p<.05).

넷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계수치=.036, p<.05).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전 요구조사와 사후 효과성 평가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교육만

족도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주요어 :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구조방정식모형

* 학 번 : 2009-2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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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스스로를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

하여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그동안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문

명이 급속하게 변화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과거

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OECD(OECD, 2014)에 따르면, 한국의 2013

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23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었다. 당해 연도 공휴일이 116일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근로자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다. 여기에 추가로 한국인의 평균 왕복

출퇴근 시간이 2시간임(KBS NEWS, 2015)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직장

인들은 하루 중 절반가량을 노동에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직장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4월 고용노동부는 서울지역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가 3,840만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서울시내 아파트(총 121만 5,349가

구)의 평균 매매가가 5억 2,749만원임을 고려하면 직장인이 연봉을 모두

주택구매에 쓴다고 해도 13.73년이 걸린다(이데일리, 2014). 우리나라 직

장인이 독립하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해

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환

경은 개인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취업난과 군복무

등으로 첫 직장을 갖게 되는 나이가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

러하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는 개인이 처음 선택한 진로에서 다른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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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졸업 이후

개인이 처음 갖는 직장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진로교육이 특히 더 중요해진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그동안

제 역할을 다 해 왔을까? 얼마 전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 이

상이 현재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뉴스와이어, 2009). 그리고 직장인들이 학창시절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

고 싶은 일 또는 진로파악을 좀 더 일찍 할 걸’이란 의견이 42.3%로 가

장 높았다(연합경제, 2013). 그동안의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극

심해지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9.0%)를 기록하였다(연합뉴스,

2015). 이러한 시점에서 단순히 취직을 위해 열심히 성실히 노력만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획득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기 어렵다. 즉 자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는 것이 구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하는 직업을 얻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최근 인적·물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로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201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교육부,

2013a)’과 ‘2013년 진로교육 정책 자료집(교육부, 2013b)’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한편 진로교육의 효과를 살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는 청소년의 ‘진

로성숙도’라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진로교육

성과지표로서 참여자의 질적 측면인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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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정민, 2011; 최인재 외,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a; 함승

연, 2012). 진로교육의 특성상 참여자 요인과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로교육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진로

교육만족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진로성숙도를 진로교육만족도의 결과변인(김경식, 이현

철, 2012; 배윤주, 2012; 어윤경, 2007; 2008; 이진솔, 2013; 정윤경, 2005;

조장희, 2013;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으로만 다루거나, 학업성취도의 원인변인(강종구, 1986; 박범덕,

1989; 이영숙, 1997;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Benshoff, Kroeger, &

Scalia, 1990)으로만 다루어왔다. 충분히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의

매개적 역할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 직장과 대학진학 등의 중요한 진로결정 시기

에 놓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첫째, 각각의 변인이 상호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

를 파악하고 둘째, 선행 연구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로써 변인 간의 단선적인 관

계만을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이

해하는 데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실증

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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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2.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4.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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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진로교육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변인들 중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변인은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다. 구체

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진로교육과 진로교육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고찰하고 우리나

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진

로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진로교육의 정의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교육위

원인 Allen이 처음 사용하였고, 그 후 Sidney P. Marland가 학교 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대중화되었다. 진로교육에

대하여 Bailey와 Stadt(1973)는 ‘개인이 진로 방향을 세우고, 진로 선택을

준비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도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경험’이라 하

였고, Taylor(1976)는 ‘학생들이 삶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김미영 2004 재인용). Hoyt(1977)는 진로교육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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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일 지향적인 사회가치에 친숙하게끔 하여 이 가치들을 자신의 인성

적인 가치체계 속으로 통합하고 일을 통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조력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Herr와 Cramer(1992)는 진로

교육이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며, 개인이 체계적이고 합리적

인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고 최대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김충기를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진로교육의 필요

성이 인식되고 개념이 정의되었다. 먼저 김충기(1983)는 진로교육을 ‘개

인이 알맞은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의 인식, 탐색, 경험, 준비를 통하여

일생동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인적인 교육과

정이자 자아실현에 관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강순자(1986)는 ‘학생이 자

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과

정’으로 설명하였다. 199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학교의 역할

이 보다 강조되면서 국가교육과정을 통하여 진로교육의 개념이 정의되었

다. 교육부(1997)는 진로교육을 ‘자아와 일의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

며, 각자의 적성에 알맞은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생활인으로서 바르

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

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는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

을 둔 교육으로서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

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

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청소년의 진로개발은 사

회 전체의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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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체계성 있는 교육활동으로서 강조되었다. 예컨대 한국진로

교육학회(1999)는 진로교육을 교과활동, 특별활동, 진로상담, 학교행사 등

으로 구분하고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김충기

(2005) 역시 진로교육을 ‘학생이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앞서 자신이 정의했던 진로교육의 성격에 조직성과 체계성을 추가하였

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장회와 김계현(2007)은 진로교육의 핵심이

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시켜 궁극적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

으로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로교육에 대하여 최인재, 임지연, 김형주

(2008)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위 여건 및 환경을 고려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환경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정주영(2010) 또한 진로교육을 ‘학생들이 저마다 지

니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인식·탐색·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개발시켜 원

하는 진로를 선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준

비하게 해주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와 같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조력하는 체계성 있는 교육으로서의 성격

을 고려하여 교육부(2013d)는 진로교육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

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

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적·계획적·의도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진로교육은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진로교육의 성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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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 2012)에서도 반영되어 진로교육 영역이 ‘진로와 직업’ 교과, 그리고

일반교과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 상담 및 정보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진로교육의 영역(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 연구에서는 앞서 나타난 진로교육의 성격(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도

와주는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부(2013d)

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

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적·계획적·의도적인 교육활

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만족이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Campbell, 1976)’를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만족도란 ‘교육경험

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평가(Elliott & Healy, 2001)’로서, 제공된 교

육의 수준이 ‘학생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개념(Astin,

1993)이다(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재인용). Merriam(2001)은 학습

자가 교육내용에 만족할 때, 효과적인 지식습득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진로교과
교육

일반교과
교육

비교과활동상담/정보

진료교육
(일과 학습의 연계/기초능력)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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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론을 근거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그것이 곧 객관적인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수 방법 및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고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간주되어 왔다(이춘화, 2003; 이정민 2011 재인용).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진로교육만족도를 ‘진로교육의 수준이 자신의 기대와 얼마나 부합하

는지에 관하여 교육수혜자인 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의 총체’로서 정

의한다.

나.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1950년대 초 지능·적성·흥미 등의 심리검사 형태

로서 학교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생활지도의 한

유형인 직업지도의 형태로도 실시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 처음으로 ‘진

로지도’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었다(최균출,

2004). 이후 진로교육은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1970년대 진로교

육 이론을 반영하고 1980년대에는 진로교육을 평생교육으로서 다루기 시

작하면서 발전하였다. 1995년에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서 평생직업교육

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 진로교육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로

선언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학교급별 진로교육목표로서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을 경험하는 것’, 중학교에서는 ‘다양

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 고등학

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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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척하는 것’을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진로와 직업’ 교과

를 고등학교 선택 교과로서 신설하여 진로교육을 독립된 교과로서 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등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진로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제를 구성하였다([그림 Ⅱ-2] 참

조).

[그림 Ⅱ-2] 2007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서의 진로교육 운영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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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에서도 진로교육이 초·중등교육의 핵심 목표로서 강조된다. 이러한 취지

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

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목

표를 이루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발

표하고 2012년에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개발한 학교급별, 계열

별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 학교

진로교육 목표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2a)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

-1>과 같다.

<표 Ⅱ-1> 학교 진로교육 목표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2a)

교육부는 2011년에 공교육 역사 최초로 진로교육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자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에 ‘진로교육과’를 설치하였

다. 이를 2012년 ‘인재정책과’와 통합시켜 ‘진로교육인재정책과’로, 2013년

에는 ‘진로교육정책과’로 개편하였다(강혜정, 2012). 국가가 초·중등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규모를 확대시킨 것이

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b).

대영역 중영역

Ⅰ.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Ⅱ.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1. 일과 직업의 이해

2. 건강한 직업의식형성

Ⅲ. 진로 탐색
1. 교육 기회의 탐색

2. 직업 정보의 탐색

Ⅳ. 진로 디자인과 준비
1.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2. 진로 계획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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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2009 개정 교육과

정을 기점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진로 집중과정의 편성·운영 장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기본 교과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자율과정’이라 불린다. 이를 통하여

단위 학교는 재학생들의 적성이나 소질에 따라 교과편제를 다르게 하고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일

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이수단위 204단위 중 교과(군) 최소 이수단

위 116단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제외한 64단위가 학교자율과정

에 해당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과 창의

적 재량활동을이 통합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되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

된다([그림 Ⅱ-3] 참조).

‘진로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명시됨으로써 학교가

독립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즉 단위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학교

진로교육에서 취약했던 체험중심 진로교육과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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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향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창

의적 체험활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

학교에서는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으로 편성될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림 Ⅱ-3]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제 : 일반계 고등학교(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체계를 학교급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는 국가교육과

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학교급의 특성이나 학생의 발달단계,

학교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선정하여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진로

활동 영역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 외국어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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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진로활동 영역의 세부활동 내용(교육부, 2013d)

(3) ‘진로와 직업’ 교과의 적용 학년 확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교과로서 신설되었던 ‘진로와

직업’ 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중학교 선택교과로 확대 실

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

학교 교사의 67.1%가 ‘진로와 직업’ 선택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이진솔, 2013). ‘진로와 직업’ 교과는 ①학생들

이 삶에서 진로와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②자신과 변화하

는 직업 및 교육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해 합리적으

로 결정하고, ③결정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④궁극적으로는 보람되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

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과목이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고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활동 내용

진로

활동

1. 자기이해활동
자기이해 및 심성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검사 등

2. 진로정보탐색활동

학업·입시·학교·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학교·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3. 진로계획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설계,

진로지도 및 상담 활동 등

4. 진로체험활동 학업 및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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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결

정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과 자아를 실현하고 사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하고 교양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를 목표로 하며, 자아의 이

해와 진로, 진로의 탐색, 진로 의사 결정, 진로 계획 및 준비의 순차성을

가진 4개의 대영역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인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는 평가 없이 이수만 하는 과목으로, 범교과적 과목으

로서의 성격(모든 교과와 관련됨, 전체 교육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나 기술을 바탕으로 함)과 경험적이고 실천 지향적 성격(이론과 내용의

암기보다는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의 실제적 수행을 중시

함), 그리고 학생 주도적 성격(교사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결정·계획함)을 가진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b).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중학교의 45.15%, 전체 고등학교의

37.76%가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하고 있다(교육부, 2013a).

(4)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육부령 제104호(2011.4.4.)에 의거 2011년에 신

설된 자격이다. 정식 교과 교사로서 시·도 교육감에 의하여 그 취득한

자격에 따라 발령된다. ‘진로와 직업’ 수업, 학교의 진로진학업무 및 창의

적 체험활동 총괄, 입학사정관제 운용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

과 학생 학부모와의 진로진학 상담 등의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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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교육부, 2013b)

2011년 배치되기 시작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중·고교의 94.5%(중학교 93.2%, 고등학교 96.2%, 순회·겸임교사 포함)에

배치되어 전국적으로 총 5,208명이 활동하고 있다(교육부, 2013c).

(5)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로교육 여건마련

교육부는 공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로교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발히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공

통

직

무

진로진학상담부장 등으로서 학교의 진로교육 총괄

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계획 및 지도

진로·진학 관련 학생 상담 및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진로 관련 에듀팟 관리

진로 포트폴리오 지도

커리어넷 등의 진로직업 관련 심리검사의 활용 및 컨설팅

교내의 진로교육 관련 각종 체험 활동 기획·운영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컨설팅

교육기부 등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기타 학교장이 정한 진로교육 관련 업무

특

수

직

무

고교 계열

선택을 위한 상담

대학 학과

안내 및 상담

선취업 후진학 및

취업 촉진 지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

지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특성화고에 배치되는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인력과의 협력학습계획서 작성 지원 취업 희망 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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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

및 기획하고 진로수업, 진로체험, 진로검사 및 상담 활동을 담당하게 하

고 있다. 또한 ‘학부모 진로코치단’을 조직하여 학부모들이 ‘학부모 진로

코치’로서 그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학생들에게 제

공하게 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학부모 진로코치는 6,693명이 활동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5만 명의 학부모 진로코치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3a).

동시에 교육부는 이들의 진로교육활동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 인

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로교육 전담 시설로서 진로

상담실, 진로활동실, 커리어존을 단위 학교 내에 설치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824개 중학교와 1,019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3a). 또한, 종합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1990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직업세계, 직업 사전 등의 직업정보, 흥

미, 적성, 가치관, 진로성숙도의 진로심리검사 및 사이버 상담 서비스 등

의 진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진

로심리검사와 상담을 중·고등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

화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다른 교사와 협의를 거쳐 타 교과 시간에도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중

등 6개 교과(국어, 수학, 과학, 사회, 기술·가정, 미술)에서의 진로교육 지

도서와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교과통합형 진로교육 환경을 조성하

였다. 2011년에는 25종, 2012년에는 55종, 2013년에는 18종의 학교급별

계열별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매뉴얼, 진로체험 매뉴얼, 진로활동지도서, 초등용 직업애니메이션

등)를 새롭게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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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과 경험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먼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수를 배정하고,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2016

년 전면 시행 예정) 교육과정상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보장

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설치

를 단위 학교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

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진

로체험 프로그램을 직장·진로체험, 명사특강, 체험여행, 진로중심 봉사활

동, 진로캠프(특정 장소에서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진로심리검사·체험·

상담·멘토링·특강 등의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로박람회 등으

로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진로체험활동을 중·고등학

교에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필수화하고 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 기관은 총

3,868개이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비율은 전체 중학교의

81.62%, 고등학교의 72.39%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3a).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부의 정책들을 살

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 진로교육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변화가 학생들에

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하고 이를 중요한 탐구의 대상으로 삼

는 것은 우리나라 진로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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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교육만족도 측정도구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진로교육만족도를 측

정하고 있는 도구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1)가 있다. KYPS는 7개 진로활동들(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소

집단 활동, 진로검사, 진로상담, 체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진로관련 읽

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의 경험 유무 및 만족 정도를 ‘전혀

도움이 안 된다(1점)’부터 ‘매우 도움이 된다(5점)’의 Likert 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이 조사는 2008년 종료된 까닭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의 진로교육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한 도구로 채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국가수준 종단데이터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

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2)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중 일

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진로교육만족도를

6개 진로지도유형(‘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진로관련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에 대하여 학생들의 경험 여부 및

만족 정도를 ‘전혀 만족 못함(1점)’부터 ‘매우 만족함(5점)’의 Likert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이 문항들은 ‘진로와 직업’ 이외의 교과 시간

동안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가능성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이 2003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진행한 종단면 조사이다(http://www.nypi.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부터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

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단면 조사이다(http://www.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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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영역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중·고등학생 6.509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만족도를 측

정하였다. 관련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진로교육만족도’라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진로교육만족도 측정

문항들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예비 조사를 통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문항이해도 및 적절성 검토 절차를 거쳐 진로교육만족

도 측정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NYPI의 진로교육만족도 측정도

구는 청소년의 진로교육만족도를 총 12개 문항(‘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을 통한 진로교육, 사회·도덕·기술·가정 등 일반 교과에서의 진로교육,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재

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저

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를 통한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검사, 인터

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으로 측정한다. 이 진로교육만족도

측정도구는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의 자료로서 객관

적이고 타당한 지표영역의 설정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는 점과 청소년

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해 2011년부터 격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고졸자 취

업진로 조사(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SGOMS)에서도 진로교육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진로관련강연,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진로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의 6개 진로지도유형에 대한

경험 여부 및 만족 정도를 ‘전혀 만족 못함(1점)’부터 ‘매우 만족함(5점)’

의 Likert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다. 점차 다양해지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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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반영하여 2013년에는 ‘진로관련 책자 및 동영상을 통한 진로지

도’, ‘학교 및 학과 안내’,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3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 검사 또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

족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2b) 역시 진로교육에 대한 점차 높아지는 대중적

관심을 인식하고 2012년 ‘진로활동별 경험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일반교과 수업 중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검사, 진학상담, 직업상담, 현장체험,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박람회, 직업인 특강, 부모님 직장방문의 총 12

개 문항들을 통하여 진로교육만족도를 측정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과 ‘일반교과 수업 중 진로교육’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교육만족도 측정도구와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다

음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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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진로교육만족도 측정도구와 구성요소

측정

도구

구성

요소

KYPS

(NYPI,

2003)

KEEP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

2007)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NYPI,

2009)

진로활동별

경험과

만족도조사

(교육과학

기술부,

2012)

HSGOMS

(한국고용

정보원,

2013)

구성

요소

범주

‘진로와 직업’

수업
○ ○ ○ ○

교과

일반 교과 수업 ○ ○

동아리·소집단

활동
○ ○

비

교과

진로관련

강연·강의
○ ○ ○ ○ ○

진로박람회 ○

학교·학과

직업정보 안내
○ ○ ○

현장학습·견학 ○ ○

방과 후 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

자율활동·

재량활동
○

현장체험

프로그램
○

직업훈련·

직업체험
○ ○ ○ ○

진로캠프 ○

진로관련

읽기자료
○ ○ 진로

콘텐

츠
인터넷·동영상

자료
○ ○

진로상담·

진로지도
○ ○ ○ ○ ○

진로

상담
진로검사 ○ ○ ○ ○ ○

전반적 만족도 ○ ○

진로

교육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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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교육만족도 측정도구에서는 진로교육만족도

를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태도의 다섯 가지 영역

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교과’는 ‘진로와 직업’을 포함한

정규 교과 시간 동안 학생들이 습득하는 진로관련 지식 또는 경험에 대

한 것을, ‘비교과’는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예: 창의적 체험활동) 동안 학

교에서 실시되는 초청강연, 견학, 체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것

이었다. ‘진로콘텐츠’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진로자료를 통

한 진로교육을,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진로검사 결과 및 진로고민에 대

하여 교사와 이루어지는 상담을 각각 의미하였다. 끝으로 ‘진로교육태도’

는 학생들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진로성숙도

가. 진로성숙의 정의

Super(1955)가 진로 관련 연구에서 처음으로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그는 진로성숙

을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

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준비상태이며,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의

핵심’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를 ‘탐색기(exploration stage)’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여가활동·시간제 일 등의 경험을 통하여 자아

검증·역할시행·직업적 탐색을 하고, 진로를 계획하며 지속적으로 발달시

키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Super의 정의에 Crites(1961)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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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연령층과의 비교대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그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진로성숙에 대하여 Westbrook(1984)은 ‘적절한 진로 결정을 내

리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특성, 측면들의 총체’로서, 구체적으로 진

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중요성,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문제, 직

업가치관,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의 일곱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재인용).

국내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1980년대 이후부터 진로성

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김충기(1983)는 진로성숙

을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하여 궁극적으

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배양하며, 직업적 성숙의 결과

를 낳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동일 연령이

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

대적인 위치’로 보았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은 ‘태도’, ‘능력’,

‘실행정도’라는 개념을 포함시켜 진로성숙도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

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

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점차 학자들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능력만이 아니라 진로성숙의 행동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컨대, 정윤경(2005)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의식, 탐색 및

결정 등 개인의 진로발달단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계획, 결정 및

행동을 하는 수준’으로 보았으며, 송인섭, 남궁정, 김효원(2006)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

결정하는 등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 특히 김봉환 외(2007)는 진로성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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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김봉환 외(2007)는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탐

구영역으로서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을 설정하고 이것을 측정하는 도

구를 제작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구인이 진로성

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성

숙을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직업이나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

지고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시각’이라고 정의하였다. 비슷

한 맥락에서 임언 외(2012) 역시 행동 영역을 포함하여 진로성숙도를 ‘청

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설명하였

다(박혜영 2014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학자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단계

에서 이루어지는 준비도의 상대적인 위치(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2;

Crites, 1961; Super, 1955)로써 측정된다. 둘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

는 진로발달단계 중 ‘탐색기’에 해당하며, 진로발달 단계상 학생들이 자

신과 환경을 인식·탐색하고 보다 구체적인 진로목표의 실현을 위해 준비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정의되었다. 셋째, 진로성숙도는 ‘태도’, ‘능력’, ‘행동’

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태도’는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

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인 독립성과 계획성 등 진로선택을 하는 과정에

서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능력’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였는가에 대한 기능적인 속성

을 가지며, 자기이해와 의사결정능력, 직업정보 습득 능력의 정도를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

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

로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제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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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 외,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세 가지 영역(태도, 능력, 행동)을

모두 다루고 있는 임언 외(2012)를 따라 진로성숙도를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

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나.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 및 측정도구

(1)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

Super는 1955년에 진로발달의 지표로서 진로성숙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진로성숙도를 태도, 계획, 일관성, 구체성, 독립성, 현명성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했다. 그는 1979년에 진로성숙 측정도구 Career

Development Inventory(CDI)를 개발하면서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을 진

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 직업군에 대한

지식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Crites(1961)는 초기

Super(1955)가 제안한 진로성숙의 차원들에 기초하여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을 크게 내용(진로선택의 일관성, 진로선택의 현실성)과 과정(진로선

택의 태도, 진로선택의 능력)으로 나누었다. 그 중 과정의 하위요소인

‘태도’와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 먼저 ‘태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며, 결정성(decisiveness), 참여도(involvement),

독립성(independence), 성향(orientation), 타협성(compromise)으로 구성

된다. ‘능력’은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가리키며, 자기이해

(self-appraisal), 직업지식(occupational information), 목표결정(goal

selection), 계획(planning),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구성된다(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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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재인용).

Super와 Crites의 진로성숙도 모형을 토대로 국내 연구자들은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소를 설정했다. 예컨대 장석민, 임두

순, 송병국(1992)은 Crites(1961)의 진로성숙모델을 따라 진로성숙을 태도

와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태도’ 영역에는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을, ‘능

력’ 영역에는 의사결정능력, 직업세계 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을 포함시

켰다. 태도 영역에서의 계획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기초자료들과 정보들을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해석하여 진로방향을 설정해보고 계획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 독립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탐색·결정 등 전반적인 과정

에서 스스로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비중이나 정도’를 나타낸다. 결정성은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개인이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은 고려해야할 많

은 요소들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확고한가’를 가리킨다. 능력 영역에

서의 의사결정능력이란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합리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세계 이해능력은 ‘직업의

종류와 명칭, 특성, 작업조건, 교육수준, 직무, 직업세계의 변화 경향과

직업정보획득 등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그리고 직업선택능력은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등을 토대로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

는 능력’을 각각 의미한다(임언 외 2012 재인용).

한종철과 이기학(1997) 역시 Crites(1961)의 진로성숙모델을 토대로 진

로성숙도를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5개 하위 요소로

개념화하였다. 결정성은 ‘개인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이 얼마나 확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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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나타내며, 준비성은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

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으로,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정도’를 의미한

다.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 문제를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

도’를, 목적성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정도’를, 마지막으로 확신성은 ‘선택한

진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재인용).

한편 김봉환 외(2007)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에 대한 태도, 진로와 관련

된 지식, 진로준비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태도’를 계획성, 독립성,

태도로 다시 나누었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을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특별히 김봉환 외(2007)

는 진로성숙도를 지식과 태도와 같은 인지적이고 정의적 영역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행위인 행동 영역까지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임언 외(2012) 역시 ‘행동’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진로성숙도를 태

도, 능력,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 중 ‘태도’를 계획성, 직

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으로, ‘능력’을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

색, 희망직업에 대한 지식으로, 마지막으로 ‘행동’을 진로탐색 및 준비행

동으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Ⅱ-5>

와 같다.



- 29 -

<표 Ⅱ-5>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소

*주: 박혜영(2014)의 p9를 재구성.

연구

구성

요소

Super

(1979)

Crites

(1961)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2)

한종철,

이기학

(1997)

김봉환

외

(2007)

임언

외

(2012)

진로

성숙

범주

계획 ○ ○ ○ ○

태도

진로탐색 ○

결정성 ○ ○ ○

참여도 ○

독립성 ○ ○ ○ ○ ○

성향 ○

태도 ○

타협성 ○ ○

직업에

대한 태도
○

확신성 ○

의사결정

능력
○ ○ ○ ○

능력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이해

○ ○ ○ ○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
○ ○

자기이해 ○ ○

목표결정 ○

정보수집·

탐색
○ ○

직업계획 ○

문제해결 ○

직업선택

능력
○

준비행동 ○ ○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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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성숙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이 연

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임언 외(2012)의 정의에 따라 태도, 능력,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2)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검사 도구로는

Super(1979)의 Career Development Inventory(CDI)와 Crites(1978)의

Career Maturity Inventory(CMI)가 있다. 총 80문항의 CDI 제1부는 진

로발달 태도(Career Development Attitude: CDA)와 진로발달 지식 및

기술(Carer Development Knowledge and skills: CDK)의 두 척도로 이

루어져 있다. ‘진로발달에 대한 태도(CDA)’는 진로계획(Career Plan:

CP)과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 CE)으로,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 및

기술(CDK)’은 의사결정(Decision Making: DM)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Work World: WW)으로 각각 구성된다. 전체적인 진로성숙 수준을 나

타내는 ‘진로성향점수(Career Orientation Total: COT)’는 이들을 합산한

값이다. 선다형 40개 문항의 CDI 제2부는 선호직업에 대한 피험자의 지

식을 평가한다. 그러나 제2부는 특정 직업세계와 관련된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CMI는 Crites(1978)가 자신의 진로발달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진로발달

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이다. 연구 초기 Crites는 검사의

명칭을 직업발달검사(Va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라고 명명하였

다. 그러나 ‘진로’라는 용어가 ‘직업’이란 용어보다 더 포괄적이고, ‘성숙’

이 ‘발달’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직업발달검사를 진로성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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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로 수정하였다. 또한 1961년에 처음으

로 제안했던 진로발달 모형의 내용을 1978년에 일부 수정하였다. 지능위

계 모형의 기본 틀에 따라 진로성숙도를 지능검사의 g요인과 유사한 개

념인 ‘일반적 요인’과 ‘영역(group) 요인’, ‘특수(specific) 요인’으로 구분

하였다. 이 중, 영역 요인을 다시 내용과 과정으로 나누고 과정변인을 태

도와 능력으로 나누어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 총 75개 문항을 통해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태도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을 측정하

는 ‘태도(attitude scale)’ 척도는 진로결정의 결정성(decisiveness), 참여

도(involvement), 독립성(independence), 성향(orientation), 타협성

(compromise)으로 구성된다. 총 100개 문항을 통해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능력(competency scale)’ 척도는 자기이

해(self-appraisal), 직업지식(occupational information), 목표결정(goal

selection), 계획(planning),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구성된다(임언

외 2012 재인용).

국내에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에는 ‘진

로의식발달검사(임인재, 1990)’,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장석

민, 임두순, 송병국, 199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한국고용정보원의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김봉환

외, 2007)’,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검사(임언 외, 2012)’가 있다.

임인재(1990)의 연구는 그 이전에 국내에서 행해진 진로발달 연구들이

외국의 진로성숙검사들을 번안하여 사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사회 문화적 현실에 맞게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임언 외, 2012). 임인재(1990)가 개발한 ‘진로의식발달검사’

는 진로성숙도의 다섯 개 하위 영역(진로선택에 관한 확신성, 진로선택

과정에의 관여성, 진로결정에서의 독립성, 진로정보처리능력, 진로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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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현실타협성)을 총 75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2)는 인

지적 영역(능력)과 정의적 영역(태도)으로 구성된 CMI(Crites, 1978)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검사이다. 이 검사는 ‘태도’를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며, ‘능력’을 직업세계 이해능

력, 직업선택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의 세 가지 측면으로 측정한다.

이 검사는 진로성숙의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을 모두 측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로서 개발된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는 진로성숙을

태도, 능력, 행동의 세 개 영역으로 측정한다. 첫 번째 ‘태도’ 영역은 진

로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계획성

(13문항), 직업의 의미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여,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

하는 정도인 일에 대한 태도(13문항), 진로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독립성(13문항)의 총 3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두 번째 ‘능력’ 영역은 능력, 흥미, 가치, 환경적 제약 등 진로

선택에서 고려해야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인 자기이해(15문

항),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

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16문항), 일

반적 직업에서의 하는 일, 필요한 능력, 임금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인 일반직업에 대한 지식(60문항)과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인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11문

항)의 총 10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 영역은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인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1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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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성숙의 하위 영역으로서 태도나 능력뿐만 아니라 행동 영역까지 다루

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전체 문항의 숫자가 다소 방대하여 이 연구

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청소년 진로발달검사(김봉환 외, 2007)’는

‘진로성숙검사’와 ‘진로미결정검사’로 나눠진다. ‘진로성숙검사’는 진로태

도 및 성향, 진로지식 및 능력, 진로행동의 세 개 영역을 측정한다(박혜

영 2014 재인용). ‘진로미결정검사’는 성격요인(동기, 결정성, 불안)과 갈

등요인(직업과 자신간의 갈등, 외적인 조건들과 자신간의 갈등)을 측정한

다. 이 검사는 진로미결정검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의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임언 외 2012

재인용).

임언 외(2012)의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검사’는 앞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의 개정판

이다. 2001년에 최초 개발되어 2012년에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달라

진 청소년들의 특성이 이 검사에 반영되었다.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는 진로성숙도를 태도, 능력, 행동의 세 개 영역으로 측정한다. 태도

는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으로, 능력은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

결정, 정보탐색, 희망직업에 대한 지식으로, 행동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최근 그 활용도가 가장 높다. 또한 2001년에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 158

개에 달하던 문항이 64개 문항으로 간소화됨으로써 검사 시행이 용이해

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Ⅱ-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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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척도명 저자 출판 하위척도(문항수)

CDI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Super

(1979)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태도

(40)

진로계획

진로탐색

지식 및

기술

(40)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 직업군에 대한 지식

CMI

(Career

Maturity

Inventory)

Crites

(1978)

Chronicle

Suidance

Publications,

Inc.

태도

(75)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능력

(100)

자기이해

직업지식

목표결정

계획

문제해결

진로의식

발달검사

임인재

(1990)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진로의식

(75)

확신성

관여성

독립성

진로정보처리능력

현실타협성

진로성숙도

검사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2)

한국교육

개발원

태도

(36)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능력

(60)

직업세계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

의사결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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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진로성숙도 측정도구(계속)

*주: 박혜영(2014)의 p13-14를 재구성.

척도명 저자 출판 하위척도(문항수)

진로성숙도

검사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태도

(39)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독립성

능력

(102)

자기이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

일반직업에 대한 지식

선호직업에 대한 지식

행동

(17)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

김봉환

외

(2007)

한국

고용정보원

진로

성숙

태도·

성향

(15)

계획성

독립성

태도

지식·

능력

(46)

자신에 대한 지식

직업선택

학과에 대한 지식

행동

(6)
진로행동

진로미결정
성격요인

갈등요인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임언 외

(2012)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태도

(22)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

능력

(27)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색

희망직업에 대한 지식

행동

(15)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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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들은 진로성숙도를 대체로 태도와 능력으

로 측정하고 있었으며, 진로성숙도의 행동 영역과도 깊은 관련성을 보였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1년 처음 개발하고

2012년에 교육정책 변화와 청소년들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사용하여 진로성숙도

를 태도, 능력, 행동의 세 가지 영역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3.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진로교육과 진로성숙의 관계

그동안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연

령, 성별 등), 개인요인(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가정요

인(부모지위, 직업, 양육방식 등)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박상철,

2013).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가정요인에 비하여 변화 가능성이 더 높은

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분석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경험 유무 또는 횟수와 같은 진로교육의 양적 변인을

다룬 연구와 진로교육만족도라는 질적 변인을 다룬 연구로 나뉜다.

먼저 진로교육의 양적 변인을 다룬 연구들에는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경험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신희경과 김우영(2005)의 연구에

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

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수

업을 수강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덕희

(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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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7)에서도 고교시절 수강했던 진로교육이 졸업 이후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란(1999), 박가열

(2008), 조성심과 주석진(2010)은 교과를 통한 진로경험 뿐만 아니라 비

교과 활동을 통한 진로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 경험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임현정, 김난옥,

2011)이 있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하여 ‘진로검사와 상담’ 경험이 긍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김영란(2009), 김상숙(2011), 박상순(2011), 정은미(2012)

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김덕희(2007)는 연구를 통하여 진로탐색 검사

및 해석 교육이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

혔다. 또한 이승종(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훈(2008)은 고등학생들이 심리검사를 받고 자

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로성숙도 수준 향상에서 효과를 보았다

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류은영, 김동민, 2009;

조혜정, 김밀양, 2006)과 진로탐색활동(최옥현, 김봉환, 2007) 경험이 청

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진로 상담과 진로관련 검사 이외에도 진로관련 강연 그리고 학교 및

학과 안내 참석 경험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긍정적 영

향을 주었다(황여정, 2007). 또한 허균(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 프로그

램 및 수업, 진로상담, 진로관련 서적 등과 같은 진로활동 경험이 높은

청소년들이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 변화에도 학교 진로교육 경험

이 영향을 주었다. 김경식과 이현철(2012)은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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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간의 종단관계를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 결과, 오로지 학교 진로교육

변인만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수준 초기치, 변화율과 이차곡선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교육 강연(전문가, 선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

사(적성·흥미검사), 진로상담,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직업체험 프로그램

과 같은 학교 진로교육 경험이 실제 청소년들과 참여자들의 미래직업이

해 수준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밖의 여러 연구(김경진,

2011; 김희수, 2007; 송창용, 2013; 용은아, 2013; 이상준, 2011; 임언,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에서도 학교 진로교육 경험은 청소년

의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김효선, 양승호, 2012; 김혜래, 2007; 송병국, 박정

배, 2006)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황여정(2007)과 남수정(2011)은 학

생의 진로교육 경험빈도가 높았어도 진로성숙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학

교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의 진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가정 변인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하였다. 한국교육종단조사(KELS) 자료를 대상으로

한 주현준과 이쌍철(2014)의 연구 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수 횟수가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인 자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

고, 고등학생의 직업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혼재된 연구 결과는 진로교육 경험 유무 또는 횟수와 같은 양적

변인이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함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적 변인의 한계성을 인식한 연구자들은 학교 진로교육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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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시도 중 하나로서

연구자들은 진로교육 수혜자의 질적 측면인 만족도를 통하여 학교 진로

교육의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는 김경식·이현철

(2012), 배윤주(2012), 정윤경(2005), 조장희(2013), 주영주·강아란·최세빈

(2013), 어윤경(2007; 2008), 이진솔(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이

있다. 이 중 정윤경(2005)의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의 중

학교 3학년, 실업계 고교 및 일반계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

육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학교 진로지도에 만족하는 학

생일수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윤경

(2007)의 연구에서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가

그들의 진로태도와 진로계획의 향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생들의 만족도와 진로발달 간의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하여 어윤경

(2008)은 종단자료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청소

년패널조사(KYPS) 5년간의 데이터를 통하여 과거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의 초기치가 높았

고, 진로성숙 수준이 감소하는 시점에서도 감소 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에서 전국적

으로 청소년을 표집 하여 학교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개발 역량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보다 진로교육만족

도가 그들의 진로개발 역량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이진솔(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교육 경

험 여부는 청소년들의 진로역량과 관련성이 없었던 반면에 청소년들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진로교육만족도를 주제로 한 그 밖의 연구들(김경식, 이현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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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정, 2011; 조장희, 2013;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은 진로교육만

족도와 진로성숙도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

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진로

교육과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는 만족도와 같은 질

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교육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진로교육에

있어 경험 여부보다 만족도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더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만족도를 주제로 한 연

구들은 많지 않다. 둘째, 기존 진로교육만족도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들은 소수·특정 진로활동에 국한되거나 문항 수가 제한적이어서 학교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활동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다수의 연구가 2011년 이전에 실시되어 현행 국가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

정을 기점으로 변화된 진로교육 정책을 반영한 문항들을 제작함으로써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나. 진로성숙과 학업성취의 관계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다수의 연구에서 그 상관이 입증되

어 왔다(강종구, 1986; 박범덕, 1989; 오송남, 2003; 이영숙, 1997;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형문정, 2002; Benshoff, Kroeger, & Scalia, 1990).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은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 성적이 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계획성, 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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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 정보탐색 및 의사결정, 직업지식이라는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

에서 학업성적과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의 계획성,

직업지식, 진로준비행동은 학업 성적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최인재 외(2009)는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에서 높은 진로개발 역량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모든 과목에서의 높은 성취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를 분석한 차미탁(2011)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임언 외(2012)의 ‘중·고등학생용 진로성

숙도 검사 개발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별

점수가 학업 성적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용(2013)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았던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높았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높은 상관은 확실한 진로의

식이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Super(1963)

의 이론을 통하여 해석될 수 있다. Germeijs & Verschueren(2007) 역시

진로를 결정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진로성숙과 학업 간

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김미나(2001)의 연구에서 진로탐색 프로

그램을 통한 집단상담 실시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 동기가 향상되기도 하

였다. 그 밖의 많은 연구들(강종구, 1986; 박용관, 2003; 신봉호, 1996; 윤

경희, 2003; 이인자, 2004; 전훈 외, 2010; 정윤경, 2005; 황매향, 임은미,

2004)이 이러한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진로성숙도가 높아 미래에 대한 진로계획이 더 구체적인

청소년이 학업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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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 공부에 더 몰입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황매향, 임은미, 2004)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지

는 않았다. 김관용(1996)은 두 변인 사이의 부적 관계를, 형문정(2002)은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진로능력과만 학업성취와의 유의한 관계를 확

인하였다. 김경령 등(2001)은 학교성적과 진로개발 역량 사이에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 간에

서 나타난 불일치로부터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

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 뿐만 아니

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를 근거로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의 매개적 역할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만족스러

운 진로교육 경험은 그들의 전반적인 진로성숙 수준을 높여주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학업에서의 의미부여와 주도성의 향상이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진로성숙도와 관련성이 나타난 두 변인인 진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한 인과관계

모형을 적용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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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이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진술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개념을 구

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변인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

고자 한다.

가. 진로교육만족도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을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교육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적·계획적·의도적인 교육활동(교육부, 2013d)’으로 정의한

다. 이러한 ‘진로교육의 수준이 자신의 기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하

여 교육수혜자인 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의 총체’를 진로교육만족도

로 정의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작한 진로교육만족도 측정도구와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을 종합하여 진로교육만족도를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태도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한다.

나. 진로성숙도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임언 외(2012)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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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태도, 능력, 행동

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한다.

다. 학업성취도

이 연구에서는 협의적 관점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학교 교육의 인지적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정의한다.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설정된 이 연구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가설 3.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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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Ⅲ-1]은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관련성이 확인된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

숙도, 그리고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특히 진로교육만족

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역할이 존재하는지 여

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Ⅲ-1] 구조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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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

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제도·물리적 환경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제도·물리적 환경 및 정서적 환경이 해당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직접적

진로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이진솔, 2013)

를 반영한 것이다. 특별히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와 직업’을 정규과

목으로 편성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와 직업’ 과목 및 창의적 체

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를 예비 검사 및 본 검

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 검사 개발을 위한 예비 검사 대상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해 경기도 소재 A고등학

교 2학년 학생 103명(남학생 58명, 여학생 45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응답 결과와 전문가(측정·평가 전공

교수 1명,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0명, 진로담당 중등교사 2명) 검토를

바탕으로 각 하위 영역의 명칭과 정의를 수정하고, 문항의 삭제 또는 영

역 간 이동을 통해 관련 하위 영역의 설명력을 제고하여 본 검사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예비 검사 대상의 성별별 표집 수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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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예비 검사 대상 학생 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검사 대상 58명 45명 103명

분석 대상 48명 42명 90명

나. 본 검사 대상

2014년 6월 경기도 소재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한 학생 69명을 제외한 34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성

별은 남자 176명(50.9%), 여자 170명(49.1%)으로 비교적 비슷하게 구성

되었다. 본 검사 및 최종 분석 대상 학생 수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본 검사 대상 학생 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검사 대상 214명 201명 415명

분석 대상 176명 170명 346명

2. 측정 도구

가. 진로교육만족도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의 변화

를 반영하여 진로교육만족도척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 20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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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유형과 교육부령 제104호(2011.4.4.)에 명시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 유형을 토대로 진로교

육만족도척도를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태도’

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한국고

용정보원(2013)의 진로교육만족도 측정 문항과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학교진로교육만족도 척도를 수정·보완하고 예비 검사 결과와 전문가 검

토를 반영하여 ‘교과’ 8문항, ‘비교과’ 8문항, ‘진로콘텐츠’ 3문항, ‘진로상

담’ 2문항, ‘진로교육태도’ 7문항의 총 28문항을 본 검사 문항으로 확정하

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형 문

항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높은 학생들의 응답 점수는 높은 진로교육

만족도를 의미한다.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태

도’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별 평균이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진로교

육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문항은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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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28문항)

하위

영역
내용

번

호
문항

교과

정규교과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진로교육이

도움 되는

정도

1. 국어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2. 사회·도덕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3. 수학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4.
과학·기술·가정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5. 체육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6. 음악·미술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7.
영어·제2외국어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8.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

이 되었다.

비

교과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

(예: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루어진

진로교육이

도움 되는

정도

9.
교내 소집단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

었다.

10.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11. 봉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12.
선배나 직업인, 전문가의 초청 강의가 도움이 되

었다.

13.
부모님 등의 직장 방문, 직업 현장 견학, 대학 탐

방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1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

었다.

15.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16.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직업체험, 전공탐

색, 자기소개서 쓰기 등)이 도움이 되었다.



- 50 -

<표 Ⅳ-3>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28문항)(계속)

(1)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이다(백순근, 2007). 이 연구

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에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하위

영역
내용

번

호
문항

진로

콘텐츠

다양한

유형의

진로자료

활용 교육이

도움 되는

정도

17.
인터넷 또는 온라인 강좌, 동영상 활용 진로교육

이 도움이 되었다.

18.
진로관련 읽기자료 또는 독서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19.
자격증 및 인증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진로

상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이

도움 되는

정도

20. 선생님들과의 진로고민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

21.
진로검사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진로

교육

태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22.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활동들은 나에게 가치 있

는 경험이었다.

23.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진로관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4.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

다.

25.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

26.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 개발에 필요하다.

27.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28.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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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tem consistency) 계수인 ‘Cronbach's coefficient α’를 토대로 문

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

뢰도는 .95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교과 8 .919

.959

비교과 8 .885

진로콘텐츠 3 .788

진로상담 2 .675

진로교육태도 7 .957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675에서 .957의 범위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 척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

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이란, 측정 도구가 연구에서 재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정

말로 재어주고 있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세워 경험적 통계적으로 검증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백순근, 2007).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먼저 하위 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

을 분석하고,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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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

면서 진로교육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하위 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

태도

비교과 .695***

진로콘텐츠 .550*** .579***

진로상담 .527*** .643*** .407***

진로교육

태도
.651*** .680*** .560*** .529***

총점 .878*** .887*** .700*** .692*** .865***

***p<.001

진로교육만족도 총점과 다섯 개 하위 영역 사이에서 .692에서 .887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p<.001). 이를 통해 각 하위

요인들이 진로교육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하위 영역 간 상관의 경우에도 .407에서 .695로 적절한 범위

에서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것은 전체 하위 영역

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진로교육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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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인추출은 주축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을, 요인회전은 베리멕스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별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

태도

3 .711 .214 .138 .171 .225

1 .704 .263 .213 .134 .285

5 .690 .125 .118 .149 .283

7 .684 .229 .112 .183 .125

2 .679 .247 .158 .112 .268

6 .673 .190 .033 .094 .258

4 .630 .287 .183 .181 .195

8 .448 .285 .109 .226 .396

11 .317 .680 .160 .104 .217

10 .309 .649 .035 .148 .096

9 .264 .533 .134 .116 .315

15 .375 .520 .199 .177 .284

12 .094 .492 .191 .110 .290

14 .210 .484 .257 .190 .271

16 .213 .473 .280 .269 .279

13 .267 .470 .304 .313 .291

19 .244 .318 .771 .091 .248

18 .247 .272 .758 .145 .230

17 .295 .200 .504 .095 .334

21 .155 .190 .138 .763 .173

20 .234 .177 .039 .650 .232



- 54 -

<표 Ⅳ-6>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계속)

요인분석 결과, 진로교육만족도 각 하위 영역의 문항들이 이론적으로

설정된 하위요인별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적합

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사전에

연구자가 요인의 수와 의미를 확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으로, 연

구자가 설정한 요인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를 확인

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신안나 2013 재인용). 구조방정

식모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측정변

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각 측정변인들의 왜

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측정변인들의 왜도 절대값 범위가 .007에

서 .492, 첨도 절대값 범위가 .024에서 .538으로 나타났기에 왜도 절대치

2 이하, 첨도 절대치 4 이하의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표 Ⅴ

-1>참조).

요인명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

태도

26 .249 .223 .134 .210 .816

25 .225 .226 .189 .201 .789

27 .274 .247 .148 .185 .780

28 .278 .152 .076 .176 .779

23 .292 .265 .188 .132 .755

22 .180 .319 .160 .113 .753

24 .315 .179 .120 .169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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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만족도 척도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된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는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다음 [그림 Ⅳ-1]과 같이 구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림 Ⅳ-1]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에 대한 CFA 모형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에 대한 CFA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Ⅳ

-7>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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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에 대한 CFA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989.594(345)*** .901 .916 .072(.067-.077)

***p<.001

[그림 Ⅳ-1]의 CFA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 연구

(Browne & Cudeck, 1993; Kline, 2005)에서의 지수별 수용 수준을 살펴

보았다.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

였는지를 평가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

다(Kline, 200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 간명성 조정지수로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close fit),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reasonable fit), .10 이상이면 부

적절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절대적합도 지수인 χ2값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기에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χ2검증의 영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가 .901, CFI가 .916,

RMSEA가 .072로 모두 양호한 값으로 나타났기에 설계된 모형이 데이

터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Ⅳ-8>은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에 대한 CFA 모형 분석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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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에 대한 CFA 모형 분석 결과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교과 → S1 1.000 .845

교과 → S2 .991*** .807

교과 → S3 1.033*** .806

교과 → S4 .950*** .770

교과 → S5 .980*** .749

교과 → S6 .930*** .728

교과 → S7 .983*** .755

교과 → S8 .909*** .684

교과 → S9 1.000 .686

비교과 → S10 1.122*** .661

비교과 → S11 1.173*** .741

비교과 → S12 .973*** .586

비교과 → S13 1.203*** .739

비교과 → S14 1.137*** .688

비교과 → S15 1.212*** .771

비교과 → S16 1.180*** .723

진로콘텐츠 → S17 1.000 .757

진로콘텐츠 → S18 .947*** .746

진로콘텐츠 → S19 .979*** .734

진로상담 → S20 1.000 .894

진로상담 → S21 1.029*** .920

진로교육태도 → S22 1.000 .844

진로교육태도 → S23 .995*** .864

진로교육태도 → S24 1.010*** .848

진로교육태도 → S25 1.057*** .902

진로교육태도 → S26 1.088*** .923

진로교육태도 → S27 1.053*** .900

진로교육태도 → S28 1.039*** .839

2차

요인

부하량

진로교육만족도 → 교과 .995*** .834

진로교육만족도 → 비교과 .858*** .938

진로교육만족도 → 진로콘텐츠 .811*** .748

진로교육만족도 → 진로상담 .981*** .733

진로교육만족도 → 진로교육태도 1.000 .80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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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인들(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태도)과 각

문항(S1∼S28)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586에

서 .923,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진로교육만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733에서 .93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p<.001). 모든 요인의 부하량 역시 0.5 이상의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기에 진로교육만족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고, 또한 각 요인들은 진로교육만족도라는 하

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나. 진로성숙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측정을 위해 표준화 검사법(백순근, 2007

p118)을 채택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1년 처음 개발하고 2012년에

교육정책과 청소년들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보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사용하였

다. 이 검사는 64개 Likert 척도형의 문항을 통해 태도, 능력, 행동의 진

로성숙도 하위 영역을 학생의 자기보고식 검사 형태로 측정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분석을 위해 각 영역별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예’ 또

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 행동 영역의 경우에도 ‘아니오’를 ‘1’,

‘예’를 ‘2’로 코딩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내도록 하였

다. 진로성숙도검사의 영역별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9>,

<표 Ⅳ-10>,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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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 영역: 태도(22문항)

태도

영역
내용 번호 문항

계획성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태도

Ⅰ- 1.
나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일은

중요하다.

Ⅰ- 4.
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Ⅰ- 8.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Ⅰ- 12.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Ⅰ- 15.
교과공부,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볼 것이다.

Ⅰ- 16.
학교 공부를 할 때, 교과 내용을 나의 미래와

관련지으려고 한다.

Ⅰ- 20.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Ⅰ- 27.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계획을

세운다.

Ⅰ- 29.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다.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태도

Ⅰ- 9.
어떤 직업을 갖는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Ⅰ- 11.
직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및 사회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이다.

Ⅰ- 17.
여자도 군인이나 중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

기사가 될 수 있다.

Ⅰ- 21. 남자도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가 될 수 있다.

Ⅰ- 26.
어떤 직업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Ⅰ- 28. 어떤 직업이든지 어려움 없는 직업은 없다.

Ⅰ- 30.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도 직업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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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 영역: 태도(22문항)(계속)

태도

영역
내용 번호 문항

독립성

진로결정

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

는 태도

Ⅰ- 3.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Ⅰ- 6.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Ⅰ- 13.
내가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다.

Ⅰ- 19.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Ⅰ- 24.
다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능한 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Ⅰ- 25.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주위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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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 영역: 능력(27문항)

능력

영역
내용 번호 문항

자기

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

선택에서

고려해야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

Ⅰ- 2.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안다.

Ⅰ- 5.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

다.

Ⅰ- 7.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Ⅰ- 10. 나는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안다.

Ⅰ- 14. 내 성격에 대하여 잘 안다.

Ⅰ- 18.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안

다.

Ⅰ- 22.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

Ⅰ- 2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

다.

합리적

의사

결정

스스로가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Ⅱ- 4.

나는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

분히 생각해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

다.

Ⅱ- 5.
나는 나의 능력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진로

를 결정할 수 있다.

Ⅱ- 6.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Ⅱ- 7.

나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Ⅱ- 8.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을 내가 갖출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

다.

Ⅱ- 9.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

Ⅱ- 11.

나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들

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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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 영역: 능력(27문항)(계속)

능력

영역
내용 번호 문항

정보

탐색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Ⅱ- 1.
나는 관심 있는 학교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Ⅱ- 2.

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

(청소년상담센터, 진로정보센터, YMCA 등)

을 찾아갈 수 있다.

Ⅱ-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

떤 직업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Ⅱ- 10.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

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알고

있는 정도

Ⅲ- 1.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은 _________

(이)다.

Ⅲ- 1-1.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잘 알고 있다.

Ⅲ- 1-2.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

준을 잘 알고 있다.

Ⅲ- 1-3.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자격조건을 잘 알고 있다.

Ⅲ- 1-4.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의 근무환경을 잘 알

고 있다.

Ⅲ- 1-5.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의 임금을 잘 알고 있다.

Ⅲ- 1-6.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하는 일을 잘 알

고 있다.

Ⅲ- 1-7.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의 미래 전망을 잘 알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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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진로성숙도 검사의 하위 영역: 행동(15문항)

행동

영역
내용 번호 문항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

으로

탐색

하고

준비

하는

정도

Ⅳ- 1-1.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부

모님이나 친척 어른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Ⅳ- 1-2.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친

구나 선배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Ⅳ- 1-3.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학

교 선생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Ⅳ- 1-4.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학

원 선생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Ⅳ- 1-5.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상

담 전문가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Ⅳ- 1-6.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사

이버 상담(채팅 상담, 게시판 상담)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Ⅳ- 2.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분

야에 대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Ⅳ- 3.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기

관(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Ⅳ- 4.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

(진학, 직업)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

다.

Ⅳ- 5.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Ⅳ- 6.

최근 1년 이내에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

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Ⅳ- 7. 최근 1년 이내에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Ⅳ- 8.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적

이 있다.

Ⅳ- 9.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 또는 취업)를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Ⅳ- 10.
학교 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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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중·고등학생용 진로

성숙도검사(임언 외, 2012)’의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 <표 Ⅳ-12>와 같

다.

<표 Ⅳ-12> 진로성숙도검사의 신뢰도(임언 외, 2012)

임언 외(2012)가 획득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하위 영역별로 .64

∼.85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시간에 따른 검사 점수의 일관성을 나

타내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모든 하위 영역에서 .60 이상의 상관이 나

타났기에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검사’는 신뢰할만한 도구로 확인되었

다.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검사-

재검사

신뢰도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태도

계획성 9 .81 .82 .79 .72

직업에 대한

태도
7 .64 .66 .62 .60

독립성 6 .72 .71 .73 .73

능력

자기이해 8 .81 .81 .79 .60

합리적

의사결정
7 .81 .82 .80 .61

정보탐색 4 .69 .68 .69 .69

희망직업에

대한 지식
8 .85 .86 .85 .75

행동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15 .68 .69 .6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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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성취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성취도는 2014년 1학기에 산출된 교과별 학기

말 내신 성적이다. 단위 학교 내신 성적은 ‘1’이 가장 우수한 학업성취를

의미하는 스태나인(stanine) 등급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가 가장 우

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척도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과 대상에 알맞게 ‘진로교육만족도 척도’ 문항을 개발하여 2014년 4월 경

기도 소재 A고등학교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척도를 완

성하였다. 2014년 7월 경기도 소재 B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

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

고 논문을 작성하였다.

연구의 절차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3) 1∼9등급의 상대평가로서 1등급(상위 4%), 2등급(4∼11%), 3등급(11∼23%), 4등급(23

∼40%), 5등급 (40∼60%), 6등급(60∼77%), 7등급(77∼89%), 8등급(89∼96%), 9등급(96

∼100%)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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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연구 절차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문항 개발

2013. 11 - 2014. 3

1. 진로교육만족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2. 진로성숙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3.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 검사 문항 개발

▼
[2단계]

척도 제작 
및 검사 실시

2014. 4 - 2014. 7

4. 예비 검사 실시 및 결과 분석

5. 진로교육만족도 척도 제작

6. 본 검사 실시

▼
[3단계]

자료 분석 
및 논문 작성

2014. 8 - 2014. 12

7. 자료 분석과 해석

8.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9. 논문 수정 및 보완

[그림 Ⅳ-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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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를 위해 제작한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CFA)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

적 관계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변인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단순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

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설계된 가설적 연구모형([그림 Ⅲ-1])

을 바탕으로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Sobel test(Sobel, 1986)를 사용하여 진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

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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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성숙도

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고

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로 먼저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진로교육만

족도, 진로성숙도, 그리고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여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

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

다.

1. 기초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

최종 분석 대상 346명의 응답이 나타내는 전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

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Ⅴ-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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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치(N=346)

변인
최소

치

최대

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진로

교육

만족도

교과 1.00 5.00 2.67 0.80 -0.20 0.03

비교과 1.00 5.00 2.90 0.73 -0.36 0.23

진로콘텐츠 1.00 5.00 2.96 0.79 -0.42 0.54

진로상담 1.00 5.00 3.03 0.95 -0.27 -0.01

진로교육태도 1.00 5.00 2.71 0.87 -0.24 -0.18

진로

성숙도

태도 2.93 5.00 3.92 0.42 0.09 -0.06

능력 1.00 5.00 3.75 0.82 -1.20 2.79

행동 1.00 2.00 1.49 0.21 -0.21 -0.31

학업

성취도

학기말점수(국어) 1.59 8.84 5.89 1.79 -0.54 -0.78

학기말점수(수학) 1.11 8.86 4.61 2.12 0.27 -1.19

학기말점수(영어) 1.02 9.00 4.71 2.09 0.23 -1.09

학기말점수(사회) 1.05 8.90 4.83 1.85 0.24 -0.78

학기말점수(과학) 2.52 8.66 5.72 1.87 -0.04 -1.44

학기말점수(예술) 2.16 9.00 6.29 1.41 -0.45 -0.17

학기말점수(체육) 2.86 8.82 6.92 0.70 -0.52 2.82

진로교육만족도에 대한 관측변인 중 진로상담의 평균이 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콘텐츠(2.96), 비교과(2.90), 진로교육태도

(2.71), 교과(2.67)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경우 태도의 평균이

3.92로 능력의 평균 3.7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체육의 평균

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술(6.29), 국어(5.89), 과학

(5.72), 사회(4.83), 영어(4.71), 수학(4.61) 순으로 높았다. 전체 변인들에

서 표준편차가 3 이상, 왜도의 절대값이 2 이상, 그리고 첨도의 절대값이

4 이상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관측변인들이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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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분석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이란 두 변인

간의 직선적인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백순근, 2007). 이때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피어

슨(Karl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도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2>와 같다.

<표 Ⅴ-2>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

진로교육만족도

총점 교과 비교과
진로

콘텐츠

진로

상담

진로교육

태도

진로

성숙도

총점 .139* .057 .184** .219*** .034 .078

태도 .095 .024 .164** .143** .070 .033

능력 .093 .035 .120* .189*** -.006 .031

행동 .232*** .129* .262*** .191** .136* .19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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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39,

p<.05). 특히 진로교육만족도 하위 영역 중 진로콘텐츠(r=.219, p<.001)와

비교과(r=.184, p<.01)가 진로성숙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진로교육에 만족할수록, 혹은 창의적 체

험활동과 같은 비교과 시간에 경험한 진로교육에 만족할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진로성숙도

총점 태도 능력 행동

학

업

성

취

도

학기말성적(전체) .102 .173** .037 .122*

학기말성적(국어) .152* .211*** .079 .139*

학기말성적(수학) .069 .103 .022 .101

학기말성적(영어) .142* .156** .081 .168**

학기말성적(사회) .080 .154* .026 .135*

학기말성적(과학) .121 .199* .001 .058

학기말성적(예술) .078 .224*** .035 .115

학기말성적(체육) .158** .213*** .118* .05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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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

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국어(r=.152, p<.05), 영어

(r=.142, p<.05), 체육(r=.158, p<.01) 교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 중 태도 영역(r=.173, p<.01)이 학업성취도와 상

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

정하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태도가 성숙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인 능력은 체

육(r=.118, p<.05) 교과에서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3) 진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생이 느끼는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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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진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진로교육만족도

총점 교과 비교과
진로

콘텐츠

진로

상담

진로

교육

태도

학

업

성

취

도

학기말성적(전체) .146** .042 .214*** .084 .262*** .014

학기말성적(국어) .116* .028 .178** .047 .220*** -.016

학기말성적(수학) .182** .069 .231*** 128* .290*** .031

학기말성적(영어) .172** .075 .233*** .102 .249*** .051

학기말성적(사회) .124* .004 .157** .098 .220*** -.003

학기말성적(과학) .176 .083 .258** .016 .292** .089

학기말성적(예술) .047 -.042 .095 .071 .123* -.017

학기말성적(체육) .063 -.012 .115* .047 .143** .045

*p<.05; **p<.01; ***p<.001

진로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46,

p<.01). 특히 진로교육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진로상담(r=262, p<.001)이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학생이 진로검

사 결과 또는 진로 고민과 관련하여 교사와 상담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과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측정변인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Ⅴ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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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진

로

교

육

만

족

도

1 1

2 .695*** 1

3 .550*** .579*** 1

4 .527*** .643*** .407*** 1

5 .651*** .680*** .560*** .529*** 1

진

로

성

숙

도

6 .024 .164** .143** .070 .033 1

7 .035 .120* .189*** -.006 .031 .476*** 1

8 .129* .262*** .191** .136* .190** .338*** .362*** 1

학

업

성

취

도

9 .028 .178** .047 .220*** -.016 .211*** .079 .139* 1

10 .069 .231*** .128* .290*** .031 .103 .022 .101 .795*** 1

11 .075 .233*** .102 .249*** .051 .156** .081 .168** .815*** .837*** 1

12 .004 .157** .098 .220*** -.003 .154* .026 .135* .869*** .789*** .833*** 1

13 .083 .258** .016 .292** .089 .199* .001 .058 .850*** .909*** .824*** .767*** 1

14 -.042 .095 .071 .123* -.017 .224*** .035 .115 .666*** .483*** .557*** .626*** .680*** 1

15 -.021 .115* .047 .143** .045 .213*** .118* .054 .485*** .401*** .434*** .487*** .476*** .579*** 1

주) 1. 교과, 2. 비교과, 3. 진로콘텐츠, 4. 진로상담, 5. 진로교육태도, 6. 태도, 7. 능력, 8. 행동,

9. 국어학기말성적, 10. 수학학기말성적, 11. 영어학기말성적, 12. 사회학기말성적, 13. 과학학기말성적, 14. 예술학기말성적, 15. 체육학기말성적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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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

의 구조관계 분석

앞서 실시된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

도, 진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각각

의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확인하였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Ⅴ-1]과 같은 통

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SEM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기법으로(김계수, 2007), 변인 간의 인과 관계

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며(이기종, 2012),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체 사례에서 구해지는 공분산 행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분산구

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이라고도 불린다. SEM 분석의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 ULI)에 따라 특정 관측변인

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켰으며, 적합도 지수를 통하여 모형을 평

가하였다. 모수 추정 방식은 결측치 포함 자료의 분석 방법 중 하나로서,

측정된 공분산이 전집으로부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는 최대가능

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모수 추정치의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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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구조관계 분석을 위한 통계모형

[그림 Ⅴ-1]의 구조관계 분석을 위해 설계된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Ⅴ-6>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Ⅴ-6> 구조관계 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289.277(87)*** .902 .929 .080(.070-.090)

***p<.001

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χ2검증의 영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렇지만

TLI가 .902, CFI가 .929, RMSEA가 .080으로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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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Ⅴ-7>은 구조관계 분석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나타낸 결과

이다.

<표 Ⅴ-7> 구조관계 분석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구조

계수

진로교육만족도 → 진로성숙도 .089** .209

진로성숙도 → 학업성취도 .957* .172

진로교육만족도 → 학업성취도 .332* .140

요인

부하량

진로교육만족도 → 진로교육태도 1.000 .789

진로교육만족도 → 교과 .938*** .799

진로교육만족도 → 비교과 .932*** .881

진로교육만족도 → 진로콘텐츠 .770*** .670

진로교육만족도 → 진로상담 .957*** .694

진로성숙도 → 태도 1.000 .693

진로성숙도 → 능력 1.877*** .675

진로성숙도 → 행동 .373*** .532

학업성취도 → 학기말성적(국어) 1.000 .916

학업성취도 → 학기말성적(수학) 1.151*** .887

학업성취도 → 학기말성적(영어) 1.149*** .901

학업성취도 → 학기말성적(사회) 1.051*** .922

학업성취도 → 학기말성적(과학) 1.101*** .947

학업성취도 → 학기말성적(예술) .574*** .662

학업성취도 → 학기말성적(체육) .219*** .510

R2
진로성숙도 .044

학업성취도 .059

*p<.05; **p<.01; ***p<.001

SEM을 통한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 구조관계 분

석 결과,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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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172로 또한 유의하였다(p<.05). 진

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140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를 근거로 하여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모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성숙도 역시 학업성취도

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성

취도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영향(표준화계수치=.172)이 진로교육만족도의

영향(표준화계수치=.140)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관계 분석에서 추정

된 표준화계수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Ⅴ-2]와 같다.

[그림 Ⅴ-2]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관계 분석 결과

.209** .17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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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관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대상으로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Sobel, 1986)를 수행하였다.

Sobel test에서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오차()를 다음과 같은

계산식 ‘   ’을 통해 추정한다. 계산식을 통하여 산출

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간접효과(× )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Sobel test 수행 결과는 다음 <표 Ⅴ-8>

과 같다.

<표 Ⅴ-8> Sobel test(Sobel, 1986)에 의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Sobel

검정

통계량

(z)

비표준화

계수

()

표준편차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편차

()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089 .030 .957 .341 2.038*

*p<.05

Sobel test를 통하여 획득한 검증치 z값이 임계치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치 .036(.209×.172)에 대한 통계

적 유의미성(p<.05)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종속변인(학업성

취도)에 대한 독립변인(진로교육만족도)과 매개변인(진로성숙도)의 영향

력이 모두 유의한 경우이다. 따라서 진로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진로성숙도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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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의 진로교

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넷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교과’, ‘비교과’, ‘진로콘텐츠’, ‘진로상담’, ‘진로교육태도’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교과 8문항, 비교과 8문항,

진로콘텐츠 3문항, 진로상담 2문항, 진로교육태도 7문항의 총 28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통

해 검증하였으며,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상관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검증하였다. 진로성숙도를 측정

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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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성숙도를 ‘태도’, ‘능력’, ‘행동’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태도 22문항, 능력 27문항, 행동 15문항의 총 64문항으로 측정한다.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작한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 척도와 임언

외(2012)가 표준화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가지고 B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들의 2학년 1학기말 성적을 과목별로 수집하여 ‘학업성취도’로 사용하였

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변

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Sobel test(Sobel, 1986)를 사용하여 진로성

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이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39, p<.05), 진로교육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비교과(r=.120∼.262, p<.05)와 진로콘텐츠(r=.143

∼.219, p<.01)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진로성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진로교육만족도→진로성숙도)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09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국어(r=.152, p<.05), 영어(r=.142, p<.05), 체육(r=.158,

p<.01) 교과에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 중 태도(r=.154

∼.224, p<.05)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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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진로성숙도→학업성취도)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172(p<.0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이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46, p<.01), 진로교육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진로상담(r=.123∼.292, p<.05)이 다른 영역에 비

하여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진

로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진로교육만족도→학업

성취도)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140(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Sobel, 1986)를

사용하여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진로교육만족도→진로성숙도→학업성취도)를 검증한 결과, 해당

경로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036(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진로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진로교

육만족도→학업성취도)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140(p<.05)으로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로성숙도는 진로교육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행사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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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김경식, 이현철, 2012; 어윤경, 2007; 2008; 정윤

경, 2005;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와 일치한다. 동시에 교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09)과 진로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투입의 필

요성을 제기한 이진솔(2013)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연구 자료가 되었

다. 진로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고 질적 수준을 제

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가가 막대

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진로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이 때에 학

생들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

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와 학교는 청소년의 진로성숙 제고에 대하

여 단기 행사성 교육, 단순한 개수 늘리기 식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그 대신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전 요구조사와 사후 효과성 평가 등 진로교육에 대

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교육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수행한 학교 진로교

육 연구(Gahris 1999; Maddy-Bernstein, 2000)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송창용, 2013; 임언

외, 2012; 차미탁, 2011; 최인재 외,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와도

일치한다. 진로계획이 더 구체적인 청소년일수록 학업이 꿈을 이루기 위

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학교 공부에 더 몰입한다는 황매향과

임은미(2004)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메커니

즘을 통하여 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진로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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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시사하

는 바가 있다.

셋째, 진로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두

변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를 진로

교육만족도의 결과변인으로만 다룬 연구들(김경식, 이현철, 2012; 배윤주,

2012; 어윤경, 2007; 2008; 이진솔, 2013; 정윤경, 2005; 조장희, 2013; 주

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과 학업성취도

의 원인변인으로만 다룬 연구들(송창용, 2013; 임언 외, 2012; 차미탁,

2011; 최인재 외,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다. 또한 측정오차를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통계기법인 구조방정식 모형

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신뢰도를 높

였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뿐만 아니라 진로교육만족도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검증하였다는 것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경기도 남녀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의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비교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학교 진로교육

의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과 같

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들을 통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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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발달상의 특성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정확하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청

소년 시기 진로성숙도의 종단적인 변화 양상과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통해 분석함

으로써 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가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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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청소년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
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 응답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모두 성취되길 기
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2014년 7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평가전공 윤지윤 드림

◎ 진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일은 
중요하다. � ‚ ƒ „ …

2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안다. � ‚ ƒ „ …

3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 ‚ ƒ „ …

4 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 ‚ ƒ „ …

5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 ƒ „ …

6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 ‚ ƒ „ …

7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 ‚ ƒ „ …

 8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 ‚ ƒ „ …

 9 어떤 직업을 갖는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 ‚ ƒ „ …

10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안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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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직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및 사회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이다. � ‚ ƒ „ …

12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 ‚ ƒ „ …

13 내가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다. � ‚ ƒ „ …

14 내 성격에 대하여 잘 안다. � ‚ ƒ „ …

15 교과공부,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볼 것이다. � ‚ ƒ „ …

16 학교 공부를 할 때, 교과 내용을 나의 
미래와 관련지으려고 한다. � ‚ ƒ „ …

17 여자도 군인이나 중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 기사가 될 수 있다. � ‚ ƒ „ …

18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안다. � ‚ ƒ „ …

19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 ‚ ƒ „ …

20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 ƒ „ …

21 남자도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가 될 수 
있다. � ‚ ƒ „ …

22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 � ‚ ƒ „ …

2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 ‚ ƒ „ …

24 다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능한 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 ƒ „ …

25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주위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한다. � ‚ ƒ „ …

26 어떤 직업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 ‚ ƒ „ …

27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계획을 
세운다. � ‚ ƒ „ …

28 어떤 직업이든지 어려움 없는 직업은 
없다. � ‚ ƒ „ …

29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다. � ‚ ƒ „ …

30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도 직업을 갖겠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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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정보 탐색 및 의사결정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관심 있는 학교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 ƒ „ …

2

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 (청소년상담센터, 
진로정보센터, YMCA 등)을 찾아갈 수 
있다.

� ‚ ƒ „ …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 ƒ „ …

4
나는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 ‚ ƒ „ …

5 나는 나의 능력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 ‚ ƒ „ …

6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 ‚ ƒ „ …

7
나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 ‚ ƒ „ …

 8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을 내가 갖출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 ƒ „ …

 9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 � ‚ ƒ „ …

10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 ‚ ƒ „ …

11
나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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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희망
직업
미정

전혀
모른
다

조금
안다 안다 잘 

안다

1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잘 알고 있다. € � ‚ ƒ „

2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을 잘 알고 있다. € � ‚ ƒ „

3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자격조건을 잘 알고 있다. € � ‚ ƒ „

4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의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다. € � ‚ ƒ „

5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의 
보수(월급)를 잘 알고 있다. € � ‚ ƒ „

6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 � ‚ ƒ „

7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의 미래 
전망을 잘 알고 있다. € � ‚ 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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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예 아니오

1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 ‚

2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친구나 선배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 ‚

3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 ‚

4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 ‚

5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상담 전문가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 ‚

6 최근 1년 이내에 나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사이버 상담(채팅 
상담, 게시판 상담)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 ‚

7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 ‚

 8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 ‚

 9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 직업)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 ‚

10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적이 있다. � ‚

11 최근 1년 이내에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 ‚

12 최근 1년 이내에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 ‚

13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 � ‚

1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 또는 취업)를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 ‚

15 학교 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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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어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2 사회 · 도덕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3 수학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4 과학 · 기술 · 가정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5 체육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6 음악 · 미술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7 영어 · 제2외국어 시간에서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8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9 교내 소집단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0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1 봉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2 선배나 직업인, 전문가의 초청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 � ‚ ƒ „ …

13
부모님 등의 직장 방문, 직업 현장 견학, 
대학 탐방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5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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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직업체험, 전공탐색, 자기소개서 쓰기 
등)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7 인터넷 또는 온라인 강좌, 동영상 활용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8 진로관련 읽기자료 또는 독서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19 자격증 및 인증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20 선생님들과의 진로고민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21 진로검사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 ‚ ƒ „ …

22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활동들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 ‚ ƒ „ …

23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진로관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 ƒ „ …

24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 ‚ ƒ „ …

25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 � ‚ ƒ „ …

26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 개발에 
필요하다. � ‚ ƒ „ …

27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 ƒ „ …

28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 ‚ ƒ „ …

◎ 다음 문항에 직접 쓰거나 해당사항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현재 학년, 반, 출석번호 :      학년     반      번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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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Highschool Students'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Yoon, Ji-yo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high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their school’s career education affects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e career maturity’s mediating effec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nd

investigated.

1. How does the high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their school’s

career education affect their career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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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w does the high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ffect their

academic achievement?

3. How does the high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their school’s

career education affect their academic achievement?

4. Does the high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ir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o address these questions, High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Satisfaction Scale(HCESS) was developed based on prior researches,

experts’ reviews, and a pilot test with 103 highschool students.

HCESS consists of 5 constructs: ①Regular curricular, ②Extra

curricular, ③Relevant contents, ④Consultation, and ⑤Overall attitude.

HCESS’s reliability was confirmed through Cronbach’s α coefficient

and its validity was also confirm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To measure

high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Lim, et al.(2012)’s standardized

Career Maturity Test for Secondary Students(CMTSS) was adopted.

CMTSS consists of 3 constructs: ①Attitude, ②Ability, and ③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5 students of B highschool in

Korea. They were asked to answer HCESS and CMTSS. Their test

scores were collected as ‘academic achievement’.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Sobel test(Sobel, 1986) was

appli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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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their school’s career

education positively affects their career maturity.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ly

positive(r=.139, p<.05). Also, in SEM analysis, the path from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to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ly

positive(standardized coefficient=.209, p<.01).

Second, the high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positively affects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positive in the

following subjects: Korean(r=.152, p<.05), English(r=.142, p<.05), and

P.E.(r=.158, p<.01). Also, in SEM analysis, the path from career

maturity to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positive

(standardized coefficient=.172, p<.05).

Third, the high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positively affects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positive(r=.146, p<.01). Also, in SEM analysis, the path from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positive(standardized coefficient=.140, p<.05).

Lastly, the high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Sobel

test(Sobel, 1986), the indirect effect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was proved significantly

positive(standardized coefficient=.03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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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high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their school’s

career education positively affects academic achieve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with the help of the career maturity’s mediating effect.

Thus, to increas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t is important to maximize students’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This could inform policy makers to consider

students’ opinions about career education by means of needs analysis

or post evaluation. Furthermore, this study could prompt further

investigations on the effects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 Key words :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career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 Student ID : 2009-2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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