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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이 승 엽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

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사범계 대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 차이를 검증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 및 

두 관계에서의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가

설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서는 전체 진로장벽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미래 불

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대학 소재지에

서는 전체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 하위요인들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전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들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년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공에서도 전체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전체 진로준비행

동과 하위요인인 도구구비활동과 목표달성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었다. 희망 진로에서는 전체 진로장벽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

요인인 직업정보 부족(미결정-비교직-교직 순)과 미래 불안(교직-미결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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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순)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전체 진로준

비행동과 도구구비활동, 목표수집활동에서 교직, 비교직, 미결정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구명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하위요인별로도 영향관계를 구명한 결과,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도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전

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취동기는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유의

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공 진로지원은 진로장벽이 진로준

비행동에 부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계 대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데, 이는 사범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이 인

식하는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범계 대학

생의 진로장벽을 설명할 수 있는 하위요인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

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전공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 개

념과 구인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을 통한 정교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범계 대학

생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전공 차원에서의 진로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범계 대학생을 위한 전공 차

원에서의 구체적인 진로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사범대학, 사범계 대학생,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성취동기, 진로지원, 조절효과

학  번 : 2017-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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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할 단계이지만(정철영, 1997), 대학 진학만을 위한 학교교육으

로 인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진로준비 정도가 낮은 수준이며

(김선중, 2005; 정철영, 1998), 취업난 등 현실적인 문제는 대학생의 진로의사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정윤경, 나현미, 이지은, 임해경, 2017). 그중 교

사 양성이라는 진로의 방향이 제시됐던 교육계열에서는 입학 시 타 계열보다 진

로의사결정을 한 상태이며, 진로 문제에서 비교적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인식됐

었다(박은수, 2017). 하지만 현재 교육계열은 ‘임용 절벽’ 현상 등 교원 수급

의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 상태이며, 특히 중등교육 분야의 사범계는 

이미 심각한 교원 수급 불균형 상태로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교육부는 2030년까지 신규 채용 교원을 감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

표했지만(교육부, 2018), 이미 적체된 인원들로 인해 사범계 대학생 모두가 안

정적으로 교원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은수, 

2018).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학 시 어느 정도의 진로의사결정을 한다고 인식되는 

사범계 대학생들은 높은 진로결정수준을 보이지만 진로준비행동이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김봉환, 김계현, 1997; 박은수, 2016), 타 계열에 비해 실제 진

로준비행동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제경, 김동일, 2004). 사범계 대학생

들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희망하여 진학하는 비율이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현실적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정은이, 2008), 이에 사범계 



- 2 -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

로준비행동이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성일, 2012; 박신영, 

2017).

여기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진로장벽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희망했던 진로 분야 진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범계 대학

생들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게 되고, 사범계 진학 시 뚜렷한 동기를 갖지 않고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동기를 가진 학생들도 진로장벽

을 겪는 경우가 많다(박진경, 2017, 신혜원, 2013). 그 이유로 사범계 대학생

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변 선배와 동기들과 임용고사라는 진로장벽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며(고홍월, 2017; 박진경, 

2017), 입학 당시 교사라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진학했지만 학교생활 과정에서 

교직으로의 진출에 대해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김기정, 1997). 이러한 상황에

서 사범계 대학생들은 비교직(非敎職)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기도 하지만(김병찬, 

2003; 박은수, 2018), 교사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할 때, 일반대학에 비해 대

안이 매우 제한적이고(김봉환, 김계현, 1997), 이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과 위기를 느낀다(김은정, 유형근, 남순임, 2015, 박신영, 2017; 박진경, 

2017; 신세인, 이준기, 2015; 유기웅, 2012). 이 과정에서 사범계 대학생들은 

경험했던 교직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진로장벽에 더불어 비교직 진출의 어려움

에 대한 진로장벽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장벽 문제는 진로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할 수 있고(손은령, 손진희, 

2005; Lent & Brown, 2013), 실제 사범계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

동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문정우, 윤채영, 2018). 하지만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중 진로장벽이 모든 사람의 진로발달과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London, 1997), 두 관계를 중재하거

나 매개하는 변인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김선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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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진로장벽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및 모형인 Lent

와 Brown(2013)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과 

London(1997)의 인지·정서에 근거한 진로장벽 대처 모형을 근거로 사범계 대

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와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변인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심리 변인으로 성취동기

와 환경 맥락적 변인으로 전공 진로지원을 선정했다. 먼저 성취동기는 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는 욕구(Atkinson, 1964; McClelland, 1965; 권용준, 2018)로 사범계 대학생

의 성취동기 수준이 높다는 연구와(이정복, 1998), 진로 관련 연구에서 능동적

인 진로준비에 동기가 작용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홍월, 2017; 

김성일, 2012; 소연희, 2011). 그리고 전공 진로지원은 개인이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사범계 내 각 전공에서 제공

하는 교과목, 상담, 특강, 멘토링 등의 서비스로, 사범계 대학생들은 교직이나 

비교직 진출 등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진로지원의 부족을 호소하며(강설화, 

박신영, 조희숙, 한세리, 함정인, 2010; 유기웅, 2012), 단과대학이나 전공 차

원에서의 진로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권대봉, 허선주, 김소이, 2008; 안재희, 

이숙정, 2012; 장환영, 김경민, 2014). 이러한 맥락을 통해 이 연구는 진로장벽

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사범계 대학생의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범계 전공 차

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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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

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성취동기 및 전공 진로지원의 수준을 

구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성별, 대학 소재지, 학년, 전공, 희망 진로)

에 따라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1. 사범계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2. 사범계 대학생의 대학 소재지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3. 사범계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4. 사범계 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5. 사범계 대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라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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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사범계 대학생의 직업정보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범계 대학생의 미래 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범계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할 것이다.

 가설 3-1. 사범계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사범계 대학생의 전공 진로지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사범계 대학생

사범계는 일반적으로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육과를 의미한다(교육부, 2017; 법률 제 15532호, 2017). 이 연

구에서는 교육부(2017)의 교원양성기관 현황에서 사범계로 분류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사범계 대학생으로 정의한다. 

나.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취업, 진학, 진로 관련 행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인식되는 여러 부

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손은령, 2004).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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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계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실현

을 방해하는 심리적·환경적 장애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직

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한 진

로장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에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이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사범

계 대학생들이 교직 또는 비교직 진출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

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라.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능동

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권용준, 2018; 박성주, 1986). 

이 연구에서 성취동기는 열정, 희망, 모험심, 자신감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 전공 진로지원

전공 진로지원은 개인이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나

갈 수 있도록 사범계 내 각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상담, 특강,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전공 진로지원은 정보적 지지, 실제적 지지, 정

서적 지지를 하위요인으로 하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진로지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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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육과에 재학 중인 사범계 대학생이

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전공계열의 비율을 고려해 표집했으나, 표본크기의 제

한으로 인해 모든 전공의 비율을 고려해 표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사범계에 일반화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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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가. 사범계 대학생의 개념 및 특징

이 연구에서 사범계 대학생이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

생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범대학이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과대학을 의미하고, 일반대학 교육과는 대학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둘 수 있

다는 법령에 의해 일반대학에 설치된 학과를 의미한다(법률 제15332호, 2017). 

한국교육개발원(2018)의 학과(전공)분류자료집에서 사범계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과 함께 교육계열에 포함돼있으며, 사범계는 교육일반과 중등교육에 포함

되어 있다(<표 Ⅱ-1> 참조).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전공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학
Ÿ 교육학, 교육공학, 
교육심리, 평생교육 등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Ÿ 보육학, 유아교육, 
아동보육 등

특수교육 특수교육
Ÿ 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등 

초등교육 초등교육
Ÿ 초등교육, 초등국어교육, 
초등영어교육 등

중등교육

언어교육
Ÿ 국어교육, 영어교육, 
독어교육, 불어교육 등

인문교육
Ÿ 윤리교육, 문헌정보교육, 
종교교육 등

<표 계속>

<표 Ⅱ-1> 교육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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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전공

교육계열 중등교육

사회교육
Ÿ 사회교육, 상업정보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등

공학교육
Ÿ 기술교육, 컴퓨터교육, 
전기·전자공학교육 등 

자연계교육
Ÿ 수학교육, 가정교육, 
과학교육, 농업교육 등

예체능교육
Ÿ 미술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등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학과(전공)분류자료집.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표 Ⅱ-1> 계속

사범계 대학생들은 4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졸업 시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공 교육과정 및 교양 교육

과정 외에 교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교직 교육과정은 교직에 대

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등의 교직이론과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등의 교직소양 및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교육실습 등 총 22

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범계 대학생들은 정교사 2급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사범계 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

직과목 이수 기준은 <표 Ⅱ-2>와 같다.

구분
최저이수기준

이수학점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교직이론

Ÿ 교육학개론
Ÿ 교육철학 및 교육사
Ÿ 교육과정
Ÿ 교육평가
Ÿ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Ÿ 교육심리
Ÿ 교육사회
Ÿ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Ÿ 생활지도 및 상담

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소양
Ÿ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Ÿ 교직실무(2학점 이상)
Ÿ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표 계속>

<표 Ⅱ-2> 교직과목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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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저이수기준

이수학점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교육실습
Ÿ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Ÿ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합계 22학점

자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제2017-126호, 2017).

<표 Ⅱ-2> 계속

현재 사범계가 설치된 학교 수는 총 61개로, 매년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

해 4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중등교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중등교원은 사범계가 아닌 비사범계

에서도 양성될 수 있는데, 일반대학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을 졸업할 시 사범계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현재 비사범계는 총 258개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범계를 포

함하면 총 319개 학교에서 매년 약 3만 명의 예비중등교원이 양성되고 있다

(<표 Ⅱ-3> 참조). 

구분 학교수 학과수
학년도별 정원

17학년도 16학년도 15학년도 14학년도 합계

사
범
계

사범대학 46 375 8,996 9,500 9,579 9,727 37,802

일반대학 
교육과

15 23 784 784 789 804 3,161

총계 61 398 9,780 10,284 10,368 10,531 40,963

비
사
범
계

일반대학 
교직과정

149 2,101 6,946 8,390 8,709 9,151 33,196

교육대학원 109 1,237 13,494 13,887 14,118 14,342 55,841

총계 258 3,338 20,440 22,277 22,827 23,493 89,037

중등교원양성 총계 319 3,736 30,220 32,561 33,195 34,024 130,000

자료: 교육부. (2017). 2017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세종: 교육부. 재구성.

<표 Ⅱ-3> 중등교원양성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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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예비중등교원이 양성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등학교에서는 모든 

인원을 교원으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매년 중등임용시험 경쟁률은 약 10:1 

정도고, 약 5~6만 명의 지원자 중 5~7천 명만이 교원에 선발된다. 그리고 전공

마다 경쟁률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불어교육이나 독어교육 등 일부 전공에서는 

아예 중등교원 선발을 하지 않고 있어, 교직으로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 

있다(<표 Ⅱ-4> 참조). 

구분
2017 2018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국어 375 8,513 22.7 362 8,442 23.3

수학 374 5,782 15.5 334 6,022 18.0

물리 143 1,003 7.0 174 1,107 6.4

화학 168 1,168 7.0 191 1,269 6.6

생물 155 1,605 10.4 188 1,752 9.3

지구과학 135 715 5.3 168 774 4.6

일반사회 92 1,373 14.9 171 1,589 9.3

역사 240 3,512 14.6 304 3,600 11.8

지리 65 1,000 15.4 126 1,087 8.6

도덕윤리 132 1,145 8.7 196 1,319 6.7

체육 533 3,982 7.5 529 4,331 8.2

음악 262 2,073 7.9 256 2,400 9.4

미술 212 1,885 8.9 224 2,103 9.4

한문 33 467 14.2 23 450 19.6

영어 311 6,861 22.1 278 6,678 24.0

중국어 109 928 8.5 81 1,009 12.5

일본어 9 168 18.7 16 185 11.6

기술 111 373 3.4 159 435 2.7

가정 136 1,061 7.8 161 1,181 7.3

전기전자통신 87 494 5.7 65 523 8.0

<표 계속>

<표 Ⅱ-4>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경쟁률(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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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 2018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기계, 금속 102 386 3.8 99 469 4.7

정보컴퓨터 84 654 7.8 182 980 5.4

건설 23 140 6.1 27 166 6.1

농공 0 0 0 11 49 4.5

미용 0 0 0 25 171 6.8

조리 14 103 7.4 16 141 8.8

특수 362 3,394 9.4 629 4,261 6.8

영양 97 750 7.7 548 1,719 3.1

사서 26 180 6.9 228 2,576 11.3

전문상담 139 891 6.4 611 1,768 2.9

보건 254 1,900 7.5 584 2,398 4.1

상업 79 488 6.2 93 609 6.5

연극영화 0 0 0 9 128 14.2

계 4,862 52,994 10.9 7,068 61,691 8.7

자료: 정성수, 송영명. (2018). 초·중등 교원양성대학의 통합 방안: 교·사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343-366. p.347.

<표 Ⅱ-4> 계속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8년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해 교원수급의 안정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중등교원 관

련 방안으로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적 계획화와 교원 양성규모 관

리 강화 및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했다. 먼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정 계획

화 방안으로 교육부는 교원수급 정책의 교원수급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 제시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별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원 양성규

모 관리 강화로는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 등의 양성규모 적정화를 추진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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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개편으로는 현장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중장

기적으로 검토하며, 학생선택권 확대와 소규모 학교·교과 증가에 대비한 복수·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을 방안으로 제시했다(<표 Ⅱ-5> 참조).

방안 내용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정 계획화

Ÿ 교원수급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 제시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예정

Ÿ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별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원 수급계획 수립 추진 

교원 양성규모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개편

Ÿ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 등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Ÿ 학령인구 급감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Ÿ 학생선택권 확대와 소규모 학교·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추진(∼2018년 상반기)
-교원양성기관 적용(2019년 상반기)

자료: 교육부. (201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세종: 교육부. p.5. 재구성.

<표 Ⅱ-5> 교원수급 안정화 제고 방안

나.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관련 현황

교원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만큼 사범계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졸업 후 진로에서 타 계열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

조사 자료에서 전공계열별로 희망하는 취업처를 조사한 결과, 교육계열 학생의 

89.4%가 공무원 또는 교사를 희망해 타 계열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대기업(2.5%)이나 중소기업(1.7%), 외국계 기업(1.1%),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4.0%)은 타 계열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표 Ⅱ-6> 참조). 이는 사범

계 대학생의 진로는 일반대학의 학생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사범계 대학

생만의 진로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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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계열

사례 
수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공무원 
또는 교사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890 2,551 19.8 2,397 18.6 1,364 10.6 3,048 23.6 2,573 20.0 957 7.4

인문 2,011 313 15.6 309 15.4 386 19.2 467 23.2 415 20.6 121 6.0

사회 2,563 470 18.3 442 17.2 286 11.2 564 22.0 651 25.4 150 5.9

교육 1,308 33 2.5 22 1.7 15 1.1 1,169 89.4 52 4.0 17 1.3

공학 3,050 825 27.0 831 27.2 333 10.9 228 7.5 749 24.6 84 2.8

자연 1,520 315 20.7 337 22.2 133 8.8 295 19.4 354 23.3 86 5.7

의약 1,110 309 27.8 116 10.5 49 4.4 94 8.5 199 17.9 343 30.9

예체능 1,326 286 21.6 340 25.6 162 12.2 229 17.3 153 11.5 156 11.8

자료: 장현진, 정윤경, 김민경, 류지영. (2017).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기초통계표. p.134.

주)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으로 취업계획을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Ⅱ-6> 희망하는 취업처 (단위: 명, %)

하지만 이러한 진로 특성이 있는 사범계 대학생의 취업률은 타 계열보다 낮

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은 64.3%였고, 의약계열(83.9%), 공학계열(69.

4%), 사회계열(62.9%) 순으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나, 사범계가 속해있는 교

육계열의 취업률은 49.3%로 가장 낮았다. 교육계열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아교원을 양성하는 유아교육은 73.3%,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초등교육은 74.

6%,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는 특수교육은 57.4%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사범계

에 속하는 교육일반은 51.5%의 취업률을 보였고, 중등교육은 공학교육(53.5%)

과 예체능교육(52.5%)을 제외한 계열이 40% 미만의 취업률을 보여 교육계열 

중에서도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표 Ⅱ-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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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률

남자 여자 계

전체 48.1 49.8 49.3 

교육일반 60.8 47.4 51.5 

유아교육 63.1 73.7 73.3 

특수교육 56.2 57.8 57.4 

초등교육 71.1 76.0 74.6 

중등교육 45.0 34.0 38.9 

언어교육 40.3 31.9 34.6 

인문교육 42.2 30.8 34.9 

사회교육 39.0 29.3 34.2 

공학교육 53.8 52.7 53.5 

자연계교육 42.2 33.7 37.7 

예체능교육 57.5 45.2 52.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표 Ⅱ-7> 교육계열 취업률 (단위: %)

이와 같은 실태에서 사범계 대학생들은 진로준비를 위해 진로·직업탐색 관

련 과목이나 전공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진로·직업 멘토링 등의 지원을 요

구하고 있었다. 특히 학과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탐색 관련 과목이 필요하다

는 응답은 전체 전공계열 중 가장 높은 비율(31.0%)을 나타냈으며, 전공 교수

와의 진로·취업상담의 경우에도 특수 진로로 진출한다는 의약계열(31.4%)과 

예체능계열(29.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27.1%). 이는 현재 사범계 대학생

에게 전공 차원에서의 진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표 Ⅱ-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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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계열

사례수

진로·직업탐색 
관련 과목

학과에서 
진로·직업탐색 

관련 과목

학과(전공)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진로·직업 
멘토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436 3,554 16.6 5,507 25.7 5,505 25.7 4,057 18.9

인문 3,531 562 15.9 838 23.7 808 22.9 720 20.4

사회 3,963 647 16.3 948 23.9 940 23.7 706 17.8

교육 1,700 322 18.9 527 31.0 460 27.1 402 23.6

공학 4,843 818 16.9 1,194 24.7 1,198 24.7 284 5.9

자연 2,981 492 16.5 790 26.5 763 25.6 535 17.9

의약 1,419 238 16.8 364 25.7 446 31.4 314 22.1

예체능 2,991 474 15.8 845 28.3 889 29.7 555 18.6

자료: 장현진, 정윤경, 김민경, 류지영. (2017).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기초통계표. pp.145-146. 재구성.

<표 Ⅱ-8> 진로준비에 가장 필요한 대학의 지원 (단위: 명, %)

2)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크게 진로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사례, 그리고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 실태와 진로지원 필요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진로에서의 어려움 관련 내용으로 김기정(1997)

의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 및 취업전망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약 27%의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

으나, 학교생활적응 과정에서 교직 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 후 교직으로의 

진출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김병찬(2003)의 연구에서도 사범대학 학생들

의 진학동기와 적응과정 등을 분석하면서 사범대학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교사 

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진로 불확실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기웅(2012)의 연구에서는 교생실습을 마치고 진로변화를 겪

고 있는 사범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진로변화를 겪는 원인으

로‘현실 직시’와 ‘대안적 진로 탐색’ 등을 도출했다. 그리고 국어교육, 수학

교육,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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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공부의 어려움,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교사 선

발 인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비교직 진출을 계획하는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었다(도종훈, 박윤범, 박혜숙, 2014; 박은수, 2016; 2017). 그

리고 김재은과 조홍식(2014)은 체육교육과 재학생 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서 겪는 갈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교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원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임용 합격에 대한 어려움 등의 갈등을 겪고 있었고, 교직 외 

진로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은 진로탐색의 어려움, 교직을 포기한 데서 오는 주변

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유경과 신세인,   

이준기(2018)는 진로 방황을 겪고 있는 생물교육과 재학생 4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졸업 후 진로로 교직을 희

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로 소수자(career minority)라는 시선을 얻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장벽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위에 제시된 연구들이 사범계 

대학생이 겪고 있는 진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권기남, 임수원, 

이정래(2008)의 연구는 진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연구

는 체육교육과 재학생 9명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바탕으로 진로결정 경험 

과정에 대해 분석했고, 그 결과 진로정보 및 상담 부재 등의 인과적 상황이 있

었으나, 다양한 진로모색, 진로준비 보완, 희망적 사고 등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과 포부를 가지게 됐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다음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해 다룬 연구로 김봉환과 김계현

(1997)과 이제경(2004), 박은수(2017), 박신영(2017)의 연구가 있었다. 먼저,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해 사범대학 

재학생 879명을 대상으로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이 32.42점(점수범위: 

16~64점)으로 중간 수준(4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제경(2004)은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취업준비행동 수

준을 단과대학(인문사회대, 경영대, 공과대, 사범대)별로 비교한 결과, 사범대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박은수(2017)는 국어교육, 수학교

육, 영어교육 재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로노력 

수준(5점 만점)은 영어교육(3.31점)만 평균 이상이고, 국어교육(2.88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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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86점)은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연구들이 전체적으로 사범

계 대학생들의 낮은 진로준비 수준을 나타낸 연구였다면, 박신영(2017)의 연구

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4점 만점)이 2.74점으로 평균 이상

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사범계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원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로는 권대봉과 

허선주, 김소이(2008)와 강설화 외(2010), 장환영과 김경민(2014)이 있었다. 

먼저, 권대봉과 허선주, 김소이(2008)의 연구에서는 교직 이외의 직업에 대해 

노출이 많지 않은 사범계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그

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돕기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을 수행해 사범계 대학생의 경력개발 요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둘째로, 

강설화 외(2010)는 사범계 재학 중인 여대생의 휴학 결정 요인에 대한 질적 연

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전공 차원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부재, 진로탐색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태도가 휴학에 영향을 미쳤고, 임용 외 진로 분야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원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장환영과 김경민(2014)은 

청년실업과 높은 교원임용시험 경쟁률로 인해 사범계 대학생들이 앞으로의 미래

직업 선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범계 대학생들이 어떻

게 경력개발을 하고 있는지 질적 연구를 진행해, 실제적인 커리큘럼으로의 변화, 

경력계획 관리시스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사범계 대학생은 입학 시 

교직 진출을 생각한 경우가 많지만 여러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장벽에 부딪히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또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준비 실태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진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기도 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사범계 대학생들에게 

진로장벽은 낮추면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한 개인·환경적 측면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 20 -

2. 진로준비행동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 및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하

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

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진로에서 주로 다뤄져왔던 인지나 정서적 차원

이 아닌 ‘행동적’ 차원을 강조하였다(김봉환, 1997; 조영아, 정지은, 2017). 

진로준비행동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으나(김봉환, 1997), 자기발견 및 진로 방향 탐색을 비롯한 

취업과 관련된 준비행동(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의 발달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준비

도(김은주, 2008), 일과 관련되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최윤경, 김성회, 2012)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 

진로관여행동과 같은 유사 개념들과 혼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박유리, 안세영, 최보영, 2017).

먼저 진로탐색행동은 앞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김성남, 정철영, 2005)으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이나 진

로선택을 위한 행동이라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결정한 후에 결정사항을 실

행하거나 몰입하는 행동,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 

대안을 줄이려는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차이가 있다(최동선, 

2003). 두 번째로 직업탐색행동은 개인이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대안들을 

검토 및 확장하며, 그중에서 결정을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Smith & Gerhart, 

1991)을 의미한다. 직업탐색행동은 취업을 위해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비

공식적인 직업탐색(informal job search)과 취업공고 및 취업보도기관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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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는 공식적인 직업탐색(informal job search)으로 구분하기도 하는

데(최동선, 2003; Huffman & Torres, 2001), 직업탐색행동이 자신에게 알맞

은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직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

념이라면(이제경, 김동일, 2004), 진로준비행동은 직업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

루어지는 실천행동도 포함한 개념으로 직업탐색행동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서희정, 윤명희, 2014; 조영아, 정지은, 2017). 세 번째로 취업준비행

동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행동으로(이제경, 김동일, 2004), 직업탐색행동보다는 포괄적인 개

념을 의미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하지만 취업준비행동이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측면에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이라면, 진로준비행동

은 진로선택부터 직업에 대한 준비까지 진로발달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용어로, 취업준비행동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강재연, 2009; 

조영아, 정지은, 2017). 네 번째로 진로관여행동은 직업과 관련된 선택사항을 

넓히고 일의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동(Cox, 2008)으로, 진로결

정에 직결되는 영역만의 행동만을 아닌, 보다 커다란 세상 전반에 대해 정보와 

경험을 쌓는 행동을 의미한다(Krieshok, Black, & Mckay, 2009). Krieshok

과 Black, Mckay(2009)는 정확한 진로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관심과 흥미

가 있는 일에 관여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로발달이 적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개념 정의는 진로관여행동이 진로결정을 목표로 명확하

게 설정하기 위한 행동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경험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진로결정과 진로결정 후의 개인적 노력 등 진로결

정 및 목표에 초점을 두는 진로준비행동과 차이를 보인다.

진로준비행동은 특정 시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

해서 이전부터 생각하고 경험해 온 토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

달론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학교

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앞두고 더욱 두드러진다. 대학생들은 직업을 선택

하기 위해 교내 학생상담센터 및 경력개발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진로정보 수집 

및 상담활동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취업정보 자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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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김계현, 2000;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하지만 진로

준비행동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전반

적으로 낮은 편이며(김봉환, 1997),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황지영, 박재황, 2015).  

진로준비행동 개념을 제시한 김봉환(1997)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의 세부 

활동으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을 제시했다. 먼저, 정보수

집활동은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 및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범계 대학생은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 및 상담을 받고, 교직이나 비교직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정보 등

을 인터넷이나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통해 파악하는 활동이 있을 것이

다. 두 번째로, 도구구비활동은 자신이 목표한 진로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범계 대학생

은 교원임용시험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기도 할 것

이다. 세 번째로, 목표달성활동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교직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구입한 사범계 대학생

이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 일정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개념

을 종합해 이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사범계 대학생들이 교직 또는 비교직 

진출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로 정의했다.

나. 진로준비행동의 측정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후, 국내에서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는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와 이를 

수정·보완한 임은미와 이명숙(2003)의 ‘진로준비행동 검사’, 그리고 최윤경

과 김성회(2012)의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서희정과 윤명희(2014)의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 검사’가 있다.

먼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 검

사를 개발하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진로상담 관련 사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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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진로를 결정했다고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이르기까

지 수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게 하는 면담을 실시했다. 그리고 교육심

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

적이고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의 행동을 적어 제출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Career Exploration Survey(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Vocational Questionnaire(Slaney, 1983),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Westbrook et al., 1985) 등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된 국외 도구들을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김봉환(1997)

은 총 20개 문항을 개발한 후에, 교육상담 및 심리 전공 전문가 6명의 검토를 

통해 부적합하거나 의미가 중첩된다고 판단된 문항 4개를 삭제한 후, 최종적으

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정보수집활

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의 3개 하위요인과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은미와 이명숙(2003)은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문항에

서 인터넷의 활성화와 대학교 진로지원센터 이용이 활발한 측면을 고려해 2문항

을 추가했다. 추가된 2문항은 정보수집활동 요인의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

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와 목표달성활동 요인의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

기 위하여 진로지원실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한 적이 있다’이다. 

임은미와 이명숙(2003)의 측정도구도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

동의 3개 하위요인과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윤경과 김성회(2012)는 기존 측정도구를 참고해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새로 개발했다. 이 측정도구는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자기이해행동, 직업능

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색행동으로 정의한 것에서 기존 측정도구와 차이점이 있

다. 여기서 자기이해행동은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심리적·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고, 진

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하는 활동을 직업능력향상행동으로, 직업세계

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및 탐색활동을 직업세계탐색행동으로 정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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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윤경과 김성회(2012)는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정의한 후, 상담 관련 전

문가들에게 문항 내용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93문항을 확정해 대학생

들에게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문항내용 및 표현을 수

정한 후 2차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후, 문항결정 기

준에 근거해 38문항을 확정했다. 그다음 확정된 예비문항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다시 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 결정 기준을 통해 최종 25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색행동의 3개 하위요인

과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서희정과 윤명희(2014)는 기존에 연구자들이 1차로 개발했던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수정·보완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검증했다. 그 과정으로 1차로 개발된 28개 문항에 대해 각 전공의 대학생과 교

육학 관련 전문가들에게 문항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2개의 문항을 추가

해 30개의 문항을 1차로 확정하였다. 그다음 30개의 문항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개인이 수행한 진로준비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경험과 자신이 수행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움 정

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 문항 내용을 수

정·보완해 본조사를 실시해 하위요인과 각 문항의 요인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했

고, 성별·학년별·전공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전체 및 각 하위영역의 규준을 

제작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취업실전영역으로 

영역을 구분되어 있다. 먼저, 학습영역은 구직활동이나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역

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학습, 취업시험 대비 학

습, 진로개발 교과목 수강 등이 학습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상담 및 정보수집영

역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

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교수님과의 상담, 심리검사, 희망직업분야 탐방 등이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업실전영역은 실제 직무활동 및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의미하며, 인턴십, 취업면접, 입사지원서 제출 등이 취업실전영

역에 해당한다. 이 측정도구는 위의 3개 영역을 하위요인으로 하며, 총 3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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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해야 하는데, 최윤경과 

김성회(2012)의 측정도구와 서희정과 윤명희(2014)의 측정도구는 사범계 대학

생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다수 있어 이 연구의 측정도구로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했고, 김봉환(1997)의 측정도구는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활용하기 적합하지만, 현재 대학생 진로환경 변화

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김봉환(1997)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해 사용

한 임은미와 이명숙(2003)의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3. 진로장벽

가.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취업, 진학, 승진, 직무 행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

할 것으로 인식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손은령, 2004). 진

로장벽은 처음부터 진로장벽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Crites(1969)

는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으로 명명했으

며, 장벽(barrier) 또는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Shuttleworth, 1992), 진로와 관련된 장벽(career-related 

barriers)(Luzzo, 1997)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그 후 진로장벽을 주제로 한 연

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Swanson과 Tokar(1991a)가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를 개발한 이후에는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진로장벽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후에도 진로장벽이

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적인 화두였다(손은령, 2004; 

이성식, 2007). Swanson과 그의 동료들은(Swanson, 1994; Swanson & 

Daniels, 1995; Swanson & Tokar, 1991a) 진로장벽 검사를 개발하고 이

를 계속해서 개정함으로써 진로장벽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Swanson과 Daniels(1995)는 진로장벽 검사 개정판(CBI-R: Career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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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Revised)에서 진로장벽을 ‘직업이나 진로계획 상의 진전을 방해하

는 요인’으로 정의하면서, 진로장벽에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내적 장벽과 환

경에서 오는 외적 장벽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Swanson과 Woitke(1997)은 진

로장벽을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전과정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적 또는 환경적 

사건이나 조건’으로 정의하여,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을 정의의 내용에 포함하

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진로장벽의 개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이성식, 

2007). 첫째, 진로장벽의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태도 중요하지만 진로장벽에 대

한 개인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진로장벽의 객관적인 심각

성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다. 아무리 심각한 진로장벽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심각성을 지각하지 못한다

면 당장의 진로결정이나 진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는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진로발달 시기에 따라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장벽

은 개인에 의해서 인식된 진로장벽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진로장벽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진로장벽이 나

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로 인해 나의 진로를 

얼마나 방해받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둘째, 진로장벽 인식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진로장벽은 현재 시점에서 존재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개인의 진로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금

은 존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진로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

을 미치는 진로장벽은 현재 시점의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과거에 경험했던 진로장벽은 현재 진로장벽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진로장벽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셋째, 진로장벽 인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이다.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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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이러

한 영향은 진로장벽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띌 수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진로장벽에 대한 

과도한 무지는 비현실적인 진로발달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장벽에 대

한 적절한 인식은 오히려 현실적인 진로발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진로장벽을 

극복한 경험을 앞으로의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주의점들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사범계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실현

을 방해하는 심리적 장애물’로 정의했다.

나. 진로장벽의 측정

진로장벽의 측정 방법은 주로 기존의 진로 관련 검사 도구에 통합되어 있는 척

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해 진로장벽을 측정하거나(Lee, 1994; Lucas & Epperson, 

1990; Shuttleworth, 1992), 설문지 또는 개방형 질문들을 통해 인식한 진로장

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목화하는 방법(Luzzo, 1996; Luzzo & Jenkins, 

1996; Swanson & Tokar, 1991a), 연구자들이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측정도

구를 직접 개발해 활용하는 방법(Mcwhirter, 1997; 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Swanson & Tokar, 1991b; Tien, 1998)의 세 가지 방법이 

진로장벽의 측정 방법으로 활용됐다(이성식, 2007).

첫 번째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로 Lucas와 Epperson(1990)은 기존 My  

Vocational Situation(Holland, Daiger, & Power, 1980)의 장벽 척도를 활용

하였는데, 이는 신뢰도 계수가 0.36으로 매우 낮고 진로장벽 측정만을 위한 도

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합성의 문제가 있었으며, 검사 자체의 결함이 있어 연

구 결과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두 번째 방법의 

예시로 Luzzo(1996)는 ‘당신의 진로발달과 관련해서 과거에 경험한 진로장벽

은 무엇인가’와 ‘당신의 진로포부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극복되어야만 하는 

진로장벽은 무엇인가’의 두 가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진로장벽을 측정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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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개방형 질문으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 응답자의 평

균 반응수가 두 개 이하로 나타나거나(Luzzo, 1996), 진로장벽을 유목화하는 

평정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연구 결과의 타당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이러한 방법들을 거쳐 연구자들은 직접 여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로는 Swanson과 Tokar(1991b)의 진로장

벽 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 CBI)가 있다. Swanson과 Tokar(1991b)

는 진로장벽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CBI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으며, 

18개 하위요인과 112개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측정도구는 

지나치게 많은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 예비검사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이들

은 문항을 줄이거나 단축형 진로장벽 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Short 

Form: CBI-S)를 개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직접 개발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 중 많이 사용된 측정도구는 

손은령(2001)이 개발한 ‘여자 대학생용 진로장벽 검사’와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용 진로탐색장애검사’, 김수현(2007)의 ‘대학생용 진로

장애검사’ 가 있다.

손은령(2001)은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

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

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로장벽을 측정

했으며, 김은영(2001)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9개의 하위요인(대인관계 어

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 불안)과 45개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그리고 김수현(2007)은 진로장벽을 심리적 요인과 객관적/환경적 요

인으로 나누어 각각 4개 요인 17개 문항과 5개 요인 13개 문항으로 측정도구

를 개발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때

문에, 기존 측정도구들을 고찰해 연구대상에 맞게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진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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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측정도구는 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의 2개 하위요인 총 11개 문항으로 구

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

가. 성취동기

1) 성취동기의 개념

성취동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취와 동기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취(Achievement)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룸’을 의

미하고(표준국어대사전, 2018), 동기(Motivation)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

으키게 하는 계기’를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8).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

면 성취동기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

기를 의미한다. 

성취동기는 Murray(1938)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동기 중 하나이다. 그는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행동

을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면서 성격 체제의 중심을 욕구라 부르고, 환

경 체제의 중심을 압력으로 불렀고(유계식, 이재창, 1997), 성취동기를 ‘장애

를 극복해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어려운 일을 조속히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려는 욕망 또는 경향성’으로 정의했다(강정원, 2016; 강주아, 이영주, 2012). 

그 후 McClelland(1965)는 동기를 ‘감정적 색조를 띤 연상적 망조직’이라고 

정의하고, 동기가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의 경쟁, 독특한 업

적, 장기 목표에의 관여 등과 관련된 감정을 유발시킬 때 이 감정을 성취동기라 

정의하였다(유계식, 이재창, 1997). McClelland(1965)는 성취동기가 학습된 

동기, 본질에 있어서 무의식적, 특정한 행동의 보상 또는 처벌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유계식, 이재창, 1997). McClelland(1965)와 비슷한 시기에 성취동

기에 접근한 Atkinson(1964)은 성취동기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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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이론의 발달에 기여하기도 했다(강주아, 이영주, 2012). Atkinson(1964)

은 성취동기를 성공추구동기와 실패회피동기라는 두 가지 경쟁적인 힘으로 설명

했다. 먼저, 성공추구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성취를 통해 유쾌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유쾌한 정서를 추구하기 위해 성취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반대로 실패회피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형성하게 된다(강주아, 이영주, 2012). 이렇게 

성공추구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나 일, 재도전 기회 등을 좋아하고, 

실패했을 때 성취동기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며, 실패했을 때 합리화와 같은 

방어기제를 종종 사용한다(강주아, 이영주, 2012; 정명화, 김신곤, 권기, 김준규, 

신경숙, 2010). 

성취동기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내적 요인이 되는 동기 중에서도 매우 중요

한 심리적 특성으로,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학업의 달성, 직장에서의 적응 및 성

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기도 한다(강정원, 2016).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적절한 모험심을 좋아하거나, 책임이 따르는 일에 대해 큰 흥미를 느

끼며, 도전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과업에 열심히 임해 얻는 성취에 만족하는 특

징이 있다(김일명, 이정덕, 1995; 유계식, 이재창, 1997). 또한, 성취동기가 높

은 사람들은 과업의 지속성이 강하거나 미래지향적이고, 완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 반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김일명, 이정덕, 1995; 유계식, 이재창, 1997). 

이러한 성취동기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성취동기는 어떤 훌륭

한 과업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적 의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성취동기를 

‘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그 목

표를 달성하려는 욕구’로 정의했다.

2) 성취동기의 측정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McClelland(1965)는 과업지향성, 적절한 모험

성, 자신감, 정력적 헌신성, 자기책임성, 결과에 대한 관심도, 미래지향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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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으로 선정하고 있다. McClelland(1965)의 성취동기이론을 근거로 국내 

선행연구자들은 해당척도의 구성개념을 수정ᆞ보완하여 성취동기를 측정하였다

(박기성, 1999; 박성옥, 기현주, 신귀순, 2004; 손영화, 2010; 이광희, 1999). 

박기성(199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50문항을 측

정하였고, 박성옥과 기현주, 신귀순(2004)은 아동을 대상으로 4점 척도, 6개 하

위요인(과업지향, 모험심, 독립심, 자신감, 책임감, 미래 지향적 사고), 33개 문

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손영화(2010)는 유창열(1985)이 개발한 성

취동기 측정도구의 문항 중 대학생에게 적합하지 않는 6문항을 제외한 15문항

을 활용했고,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대학생의 성취동기를 측정했다. 이광희

(1999)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취동기를 측정했는데, 이광희(1999)는 서울대학

교 교육행정연구원이 개발한 성취동기 육성 과정에 제시된 성취인의 행동특성 

목록을 질문지화해 5점 Likert 척도, 7개 하위요인(과업지향성, 적절한 모험성, 

자신감, 정력적 혁신적 활동성, 자기책임감, 결과지향성, 미래지향성)과 총 30문

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강정원, 2016).

이러한 성취동기 측정도구는 주로 2000년대 이전에 개발된 것들이었고, 대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서 대학생용 성취동

기 측정도구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됐고, 임선아와 강성은(2013)은 우리나라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장면이 아닌 개인의 행동 변화의 내재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성취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대학생용 성취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임선아와 강성은(2013)은 McClelland(1965)와 Herman(1970)의 측정도

구 하위요인들을 분석한 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하위요인에 입각해 리차

드바크의 ‘갈매기의 꿈’에서 하위요인에 부합하는 55개 문장을 발췌해 55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그 후 개발된 측정도구에 대해 예

비조사 및 본조사,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총 28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고, 열정, 희망, 모험심, 자신감을 하위요인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임선아와 강성은(2013)의 측정도구를 사용해 사범계 대학생의 성취

동기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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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공 진로지원

1) 전공 진로지원의 개념

진로지원(career support)은 취업지원 등을 포함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국현, 2016). 이 연구에서는 전공에서 

진로지원을 받는 사범계 대학생이 전공 진로지원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전공 진로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진로지원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

종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는 진로지원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곽민호, 2012). 하지

만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공급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김국현, 2016; Silverstein & Urban, 1996). Cohen과 

Syme(1985)은 사회적 지지가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 방대하며, 다면성을 가

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구조적 측면에서의 지지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기능적 측면에서의 지지는 주고받는 관계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곽민호, 2012). 여기서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의 학생과 

학생 주변의 또래 집단 혹은 가족과 같은 사람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지

지 네트워크와 서비스로서의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제공하는 유형에 따라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그리고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마다 다양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이론적인 결합을 통해 기능과 지지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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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와 실질적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로 구분해 판단하기도 한다(김국현, 

2016; Gurung, Taylor, & Seeman, 2003). 즉, 사회적 지지 기반의 활용에 

대한 인지와 실제로 제공되는 지지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것

이 문제가 된다. 과거의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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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비슷한 정도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나(김국현, 2016; Dunkel-

Schetter & Skokan, 1990),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는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실제적

인 사회적 지지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곽민호(2012)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지원의 두 가지 측면을 개념화해 학교 진로지원이라

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개인이 학교 내 구성된 사회적 지지망 및 공식적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을 진로발달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가

능성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였다. 김국현(2016)은 곽민호(2012)의 학교 진로

지원 개념을 수정해 대학 진로지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취업 및 진학을 위한 진로선택과 직업의 선정을 지원하는 대학의 

모든 지원활동’으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지원의 주체를 대학 내 전공

(학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전공 진로지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며, 전공 진로

지원을 ‘개인이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

록 사범계 내 각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상담, 특강, 멘토링 등의 서비스’

로 정의했다.

2) 전공 진로지원의 측정

전공 진로지원을 측정한 도구는 없지만, 관련 측정도구로 대학 진로지원 수준

에 대한 측정한 곽민호(2012)와 김국현(2016)이 있다. 먼저 곽민호(2012)는 

이상희(2009)의 ‘대학생용 부모 진로지지 척도’, Turner와 Alliman-Brissett, 

Lapan, Udipi, & Ergun(2003)의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CRPSS)’, Lent et al.(2000)의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Krista(2011)의 ‘Perceived Career Support’ 등을 활용해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학교 진로지원 측정도구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교 

진로지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국현(2016)은 

곽민호(2012)의 학교 진로지원 측정도구를 사용해 전문대학에서의 진로지원이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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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국내 연구에서는 김소형과 전정수(2008)가 학교 취업지원 수준을 

측정했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전략과 생활태도가 여자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때 취업전략의 하위요인으로 학교

취업지원이 제시되었고, 학교 취업지원 수준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

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해 측정됐다(곽민호, 2012). 그러나 이 방법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며, 진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응답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Victoria와 Laura(2002), Fouad와 Guillen, Harris-

Hodge, Henry, Novakovic, Terry, & Kantamneni(2006)의 연구가 진로지원

을 측정했다. 먼저, Victoria와 Laura(2002)는 대학교 진로서비스에 대한 학생

의 인식과 선호에 대해 조사했다. 이 조사는 국립대학 한 곳과 사립대학 한 곳

에서 1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원 서비스의 인식 구조를 밝히고, 학생들

의 어떤 요인들이 인지와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선호의 차원이 진로지원의 지속성(duration), 진로지원이 인간적인 조언 관계(p

ersonal advising relationship)를 반영하는지 여부, 서비스 지원의 온라인·오

프라인 여부로 구분했으며, 조사 결과 성별과 인종, 이전 진로지원 서비스들이 

차원 간 차이에 기여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설명됐고, 가장 선호하는 것은 오프

라인으로 운영되면서 개인적인 참여가 덜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ouad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지원에 대

한 요구, 인식, 이용의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Fouad et al.(2006)은 참

여자가 요구하고 느끼는 대학 진로지원 서비스의 영역을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making), 진로탐색(career search), 정신건강(mental health)으로 

분류해, 학교의 진로지원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개념화될 수 있

음을 보였다(곽민호, 2012).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진로지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진로지원 서비스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넘어 개

인적인 선호(preference)나 요구(needs)를 밝히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

적인 특성과 인지에 따라 같은 지원 시스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곽민호(2012)가 개발하고 김국현(2016)이 수정·보완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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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지원 측정도구 문항을 사용하되, 지시문의 주체를 대학에서 전공으로 변경

해 전공에서 제공하는 진로지원을 측정했다.

5. 변인 간의 관계

가. 이론 및 모형에 근거한 변인 간의 관계

1)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사회인지이론을 직업

심리학에 적용한 이론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 가진 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믿음은 흥미, 가치, 능력을 이끄는 진로선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흥미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Lent, Brown, 

& Hackett, 1994), 학업과 직업 장면에서 사람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둔 만족모형(Lent & Brown, 2008)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둔 선택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왔다

(전미리, 김봉환, 2015).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로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

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수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로관

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전 생

애기간동안 적응적 진로행동에 초점을 두는 과정중심적인 진로자기관리 사회인

지 모형(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이 제시되었다

(Lent & Brown, 2013).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 모형은 진로결정과 같은 발달적 과제를 포함해 예측

할 수 없는 사건이나 위기 등의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 모형은 개인이 진로발달에 있어서 생애 동안 활용되는 

적응적 진로행동의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진로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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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과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에 초점을 두어 학업에서 직업세계로의 진

로전환, 진로탐색,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과업 수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제

시한다(허강석, 2017).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 모형에서는 개인의 적응적 진로행동과 결과의 선행요

인으로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와 같은 인지적 변인과 장벽 및 지지의 환

경 맥락적 변인, 성격 5요인 등의 성격 및 정서적 변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결

과요인으로는 탐색 및 결정에 대한 적응적 진로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림 Ⅱ-2] 참조).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 모형은 후기 청소년부터 재취업자, 

은퇴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생애발달을 아우르는 모형으로 진로행동에 보다 

초점을 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전미리, 김봉환, 2015). 

[그림 Ⅱ-1] 진로탐색과 결정행동에 대한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 모형

자료: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p.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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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에 따르면, 진로결정 과정에서 행동요인과 결과요인은 환경 맥락

적 변인인 진로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정적인 환경요인(진로장벽)

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할 것으로 인식했을 때, 행동요인(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지요인이나 목표요인을 거쳐 행동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해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진로장벽을 높

게 지각할수록 진로탐색이나 결정을 위한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장벽 대처 모형

London(1997)은 사람들이 진로장벽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 설명하

기 위해 ‘인지·정서에 근거한 진로장벽 대처 모형(emotion/cognitive-based 

model of coping with career barriers)’을 제시했다([그림 Ⅱ-2] 참조). 

인지·정서에 근거한 진로장벽 대처 모형은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강도에 따라 

인지 및 대처행동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이 인식한 

진로장벽의 내용과 인식 정도, 그리고 진로장벽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과 대처방식 등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진로장벽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로장벽 대처 모형을 이 연구에 적용하면, 사범계 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장벽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인식(성취동기)하고, 인지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

한 행동(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지(전공 진

로지원)는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장벽 대처 

모형은 사범계 대학생이 어떻게 진로장벽 대처 방법을 고안하고 행동으로 나아

갈 수 있을지 근거가 되는 모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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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인지·정서에 근거한 진로장벽 대처 모형 

자료: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p. 26.

나. 선행연구에 근거한 변인 간의 관계

1)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와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사회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발달

은 자신이 가진 환경적 장벽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Swanson, 

Daniels, & Tokar, 1996).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해 개인이 지각한 진로장

벽은 적절한 진로발달에 대한 방해물로 인식돼왔으며(심정호, 2016), Taveira

와 Silva, Rodriguez와 Maia(1998)는 진로탐색 및 준비에 있어서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연구에서도 Luzzo와 Jen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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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명한 국내 연구로는 손은령과 

손진희(2005), 김선중(2005), 신지영과 박성실, 형정은(2012), 고경필과 

고정리(2018)가 있다. 손은령과 손진희(2005)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대학생 332명에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112, <.001)를 나타내는 것을 검증했다. 

또한, 김선중(2005)은 대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구명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301, <.001)를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신지영과 박성실, 형정은(2012)은 전문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해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380, 

<.001)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검증했다. 최근 연구로 고경필과 고정리(201

8)는 대학생 1~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을 심리적·환경적으로 구분

해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진로장벽(=-.383, <.001)

과 환경적 진로장벽(=-.183, <.05)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 일부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는 진로장벽

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진

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기도 한다는 연구(이상

희, 2008)와 진로장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직업선택과 수행의 능력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Swanson & Tokar, 1991a).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거나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이론 및 모형과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라 진로장벽이 진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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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

동의 관계 사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했다.

2)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성취동기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tkinson

(1964)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

은 특성을 갖고, 외부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했다(유계식, 이재창, 1997). 실제 선행연구에서 성취동기는 대학생의 진로성

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조지혜, 2007),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즉, 성취동기는 진로결정의 과

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관련 행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유채은, 조규판, 2012). 이러한 결과들은 성취동기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

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따라 성취동기는 맥락 변인과 

개인의 인지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지

만, 이 연구에서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희망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

동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한 연구와(박지현, 2017), 성취동기가 진로준비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용준, 2018;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손영화, 

2010)를 종합했을 때,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

향을 감소시키는 변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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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의 특수성에 의해 그 필요

성이 더욱 증대된다(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2010).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

등교육 단계에서 충분한 진로개발을 지원받지 못하고 ‘진학지도’를 중심으로 

협소한 혹은 왜곡된 진로지원을 받고 있다.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있고, 고용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직업세계로 진입하기 직전인 마지막 

정규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원을 해야 할 책무

가 있다고 강조되어 왔다(이지연, 2001; 임언, 장홍근, 윤형한, 2005).

실제 선행연구에서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

었으나, 유사 개념인 대학 진로지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이정민과 조보람(2015)은 대학생 224

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로지원이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대학 진로지원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김지효(2016)는 대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로지원이 진로목

표특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했

고, 그 결과 대학 진로지원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원은 진로목표특성을 매개

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적 지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진로지원이 진로장벽이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단과대학이나 전

공 차원의 진로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전공 진로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면 두 변인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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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인 간의 관계 종합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 및 모형과 선행연

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Ⅱ-9>와 같다.

구분 선행연구 이론 및 모형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Ÿ Swanson, Daniels, & Tokar(1996), Taveira, 
Silva, Rodriguez, & Maia(1998)

Ÿ 고경필, 고정리(2018), 김선중(2005), 손은령, 
손진희(2005),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2012) Ÿ 사회인지진로이론

Ÿ 인지·정서에 
근거한 진로장벽 
모형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Ÿ 강원덕, 안귀여루(2010), 권용준(2018), 
박지현(2017), 손영화(2010), 조지혜(2007)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Ÿ 김지효(2016), 이정민, 조보람(2015)

<표 Ⅱ-9> 변인 간의 관계 종합

진로장벽은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개인의 목표의식을 저하시키며 수행해야할 행동을 회피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결

과가 나오기도 했으며, 진로장벽의 세부 하위요인별에 따라서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기도 한다는 결과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 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과 행동 변인인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변인

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한 결과, 진로장벽

은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성취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전공 진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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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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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

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 조절변인으로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을 설정했다. 그리고 변인 간 관계를 더욱 명확히 구명하기 위해 성

별과 대학 소재지, 2018년 전공(과목)별 중등임용시험 경쟁률1)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했다. 연구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1) (모집인원/지원인원)×100으로 계산한 후 변수로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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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계 대학생이고, 교육

통계연보의 교육계열 중 교육일반 및 중등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범계 대

학생의 성별, 소계열별 인원수는 <표 Ⅲ-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9,435 41.9

여 26,965 58.1

소계열

교육학 6,194 13.3

언어교육 12,933 27.9

인문교육 2,516 5.4

사회교육 5,571 12.0

자연계교육 1,526 25.8

공학교육 11,972 3.3

예체능교육 5,688 12.3

계 46,400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년 교육통계연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표 Ⅲ-1> 모집단 분포

나. 표집

이 연구의 모집단 크기는 46,400(명)이다.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일 

때, 신뢰할만한 표본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류근관, 2005), 이를 통해 이 연구

의 적정 표본크기를 300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성실응답 및 회수율

을 고려해 전체 표본크기를 405(명)로 설정했다.

표집방법으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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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인 학교 소재지, 전공, 학년을 고려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

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해 층화군집비율표집을 하였다. 1차로 지역을 구분해 

수도권 2개 대학과 비수도권 3개 대학을 표집하였다. 2차적으로 사범계 내 전

공계열에서 교육학계열, 언어·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의 

비율(약 1.1 : 3.7 : 2.4 : 1)을 고려해 교육학계열 11명, 언어·인문·사회계

열 37명, 자연·공학계열 24명, 예체능계열 10명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

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게 되는 고학년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3~4학년 재학생만을 

표집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시행한 표집 방법은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표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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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

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표 Ⅲ-2>와 같은 조사도구

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 형식으로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성취동기, 

전공 진로지원, 일반적 사항 척도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Ⅰ. 1, 2, 3, 8, 9, 17  6

도구구비활동 Ⅰ. 4, 5, 13, 14, 15  5

목표달성활동 Ⅰ. 6, 7, 10, 11, 12, 16, 18  7

전체 18

진로장벽

직업정보 부족 Ⅱ. 1~4  4

미래 불안 Ⅱ. 5~11  7

전체 11

성취동기

열정 Ⅲ. 1, 2, 3, 6, 7, 11, 12, 15, 16, 25, 26 11

희망 Ⅲ. 9, 18, 19, 22, 24, 27, 28  7

모험심 Ⅲ. 8, 10, 13, 17, 20, 21  6

자신감 Ⅲ. 4, 5, 14, 23  4

전체 28

전공 진로지원

정보적 지원 Ⅳ. 1, 2, 3, 4, 10, 17, 18  7

정서적 지원 Ⅳ. 5, 6, 7, 11, 12, 13, 14, 19, 20, 21 10

실제적 지원 Ⅳ. 8, 9, 15, 16, 22, 23, 24, 25  8

전체 25

일반적 
사항

성별 - Ⅴ. 1  1

학년 - Ⅴ. 2  1

학교 소재지 - Ⅴ. 3  1

전공 - Ⅴ. 4  1

다전공 여부 - Ⅴ. 5, 5-1  2

희망 진로 - Ⅴ. 6  1

전공별 임용 
경쟁률

- -1) -

합계 89

주) 연구자가 직접 파악함.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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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준비행동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

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임은미와 이명숙(2003)의 진로준비

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임은미와 이명숙(2003)은 기존 진로준비행동 측정

도구에 학생들이 인터넷과 진로지원실 또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을 반영한 

2문항을 추가했고, 하위요인은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의 3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문항을 18개로 구성하였다.

임은미와 이명숙(2003)의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88로 나타났고, 하위요

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정보수집활동이 .83, 도구구비활동이 .85, 목표달성활

동이 .81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4,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로 정보수집활동이 .697, 도구구비활동이 .651, 목

표달성활동이 .767로 나타났고, 본조사에서는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가 .915, 

정보수집활동이 .778, 도구구비활동이 .782, 목표달성활동이 .795로 나타났다

(<표 Ⅲ-3> 참조).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임은미, 이명숙(2003)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준비행동 .88 .864 .915

정보수집활동 .83 .697 .778

도구구비활동 .85 .651 .782

목표달성활동 .81 .767 .795

<표 Ⅲ-3>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구성 및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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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장벽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해 사용했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의 바탕이 되는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는 진로탐색 시기의 대학생들이 겪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이 측정도구는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진로장

벽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측정도구는 대인관계 어려움, 자

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

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의 9개 하위요인과 4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김은영(2001)의 측

정도구 및 기존 진로장벽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및 문항 내용을 고찰해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의 2개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활용했고, 설문문항 작성, 전문가 

검토 및 문항 수정, 예비조사를 통해 5점 척도 및 11개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표 Ⅲ-4> 참조).

절차 내용

선행연구 고찰 및 내용 
구조화

▶선행연구 기존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 분석
Ÿ 손은령(2001)의 진로장벽 측정도구
Ÿ 김은영(2001)의 진로장벽 측정도구
Ÿ 탁진국, 이기학(2001)의 직업결정 측정도구
Ÿ 김수현(2007)의 진로장벽 측정도구
Ÿ 이성식(2007)의 진로장벽 측정도구
Ÿ 이지혜(2010)의 취업장벽 측정도구
Ÿ Swanson & Daniels(1995)의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CBI-R)
Ÿ McWhirter(1997)의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Ÿ Lent et al(2003)의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과 적합한 요인과 문항 추출
Ÿ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의 2가지 하위요인을 도출하고 기타 
요인은 통합 및 삭제해 재구성

<표 계속>

<표 Ⅲ-4> 진로장벽 하위요인 및 문항 재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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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설문문항 작성 ▶하위요인별 문항 추출, 수정 및 보완

전문가 검토 및 문항 수정
▶교수 1명, 박사 1명, 박사수료 2명의 검토를 통한 타당도 분석 후 

문항 수정

예비조사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실시

Ÿ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 요인 회전방법은 
Varimax 방식에 의한 직교회전 방식 활용

도구완성
▶요인분석 후 공통성이 낮은 문항 3개를 삭제해 11문항으로 재구성 
▶본 조사도구 완성 후 본조사 실시

<표 Ⅲ-4> 계속

재구성한 문항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을 시행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aiser-Meyer-Olkin(KMO) 측

도는 .787로 기준치 .50보다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수준도 .00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이학식, 임지훈, 2017).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0.4 미만인 3문항(2번, 7번, 14번)을 발견해 문항에서 제거했다(<표 Ⅲ-5> 참조). 

구분 초기 추출

진로장벽_1 1.000 .558

진로장벽_2 1.000 .346

진로장벽_3 1.000 .535

진로장벽_4 1.000 .498

진로장벽_5 1.000 .491

진로장벽_6 1.000 .667

진로장벽_7 1.000 .347

진로장벽_8 1.000 .599

진로장벽_9 1.000 .624

진로장벽_10 1.000 .479

진로장벽_11 1.000 .639

진로장벽_12 1.000 .544

진로장벽_13 1.000 .467

진로장벽_14 1.000 .265

주)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Ⅲ-5> 진로장벽 탐색적 요인분석(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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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제거한 후, Varimax 요인회전을 적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하위요인으로 설정했던 직업정보 부족(1~4번)과 미래 불안(5~11번)의 2

개 요인으로 추출됨을 확인하였다(<표 Ⅲ-6> 참조). 

구분 요인1 요인2

진로장벽_1 .074 .726

진로장벽_3 -.144 .782

진로장벽_4 .184 .716

진로장벽_5 .266 .674

진로장벽_6 .830 .045

진로장벽_8 .748 .223

진로장벽_9 .765 .210

진로장벽_10 .671 -.214

진로장벽_11 .799 .111

진로장벽_12 .708 .169

진로장벽_13 .679 .088

주 1)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2)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표 Ⅲ-6> 진로장벽 탐색적 요인분석(회전된 요인행렬) 

재구성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 결과, 예비조사에서는 전체 내적 일

치도 계수가 .83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직업정보 부족이 

.715, 미래 불안이 .869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조사에서는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

는 .883, 직업정보 부족이 .849, 미래 불안이 .912로 나타났다(<표 Ⅲ-7> 참조).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장벽 .831 .883

직업정보 부족 .715 .849

미래 불안 .869 .912

<표 Ⅲ-7>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구성 및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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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취동기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임선아와 강성은

(2013)의 성취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임선아와 강성은(2013)은 개인의 행

동 변화의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성취동기’를 제대로 측정하는 도구

가 필요함에 따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성취동기’를 적절하게 측

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이들은 McClelland(1965)와 Herman(1970)의 

측정도구 하위요인을 분석하고, 공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된 성

취동기 측정도구와 관련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최종 하위요인을 열정, 희망, 모

험심, 자신감의 4개 요인으로 구성하고, 총 문항을 28개로 구성하였다. 

임선아와 강성은(2013)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3으로 나타

났고,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열정이 .869, 희망이 .827, 모험심이 .811, 

자신감이 .772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가 

.950,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열정이 .899, 희망이 .834, 모험심이 .777, 

자신감이 .654로 나타났고, 본조사에서는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가 .963, 열정이 

.917, 희망이 .875, 모험심이 .841, 자신감이 .737로 나타났다(<표 Ⅲ-8> 참조).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임선아, 강성은(2013) 예비조사 본조사

성취동기 .933 .950 .963

열정 .869 .899 .917

희망 .827 .834 .875

모험심 .811 .777 .841

자신감 .772 .654 .737

<표 Ⅲ-8>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구성 및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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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공 진로지원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전공 진로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곽민호(2012)

의 학교 진로지원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김국현(2016)의 측정도구를 지시문

과 일부 문항을 수정해 사용했다. 김국현(2016)은 곽민호(2012)의 측정도구 

문항 중 미래형 문장을 현재형 문항으로 변경해 전문대학생에게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대학의 진로지원이 아닌 사범계 대학생이 속한 전공(학과)에

서의 진로지원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시문을 전공(학과)에 맞게 수정하였고, 탐

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김국현

(2016)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98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정보적 지원이 .947, 실제적 지원이 .946, 정서적 지원이 

.954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가 .956,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정보적 지원이 .866, 실제적 지원이 .907, 정서적 지원

이 .895로 나타났고, 본조사에서는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가 .970, 정보적 지원이 .

902, 실제적 지원이 .933, 정서적 지원이 .920으로 나타났다(<표 Ⅲ-9> 참조).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김국현(2016) 예비조사 본조사

전공 진로지원 .980 .956 .970

정보적 지원 .947 .866 .902

실제적 지원 .946 .907 .933

정서적 지원 .954 .895 .920

<표 Ⅲ-9> 전공 진로지원의 하위요인 구성 및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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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4년제 사범대학 

및 사범계 학과 3~4학년 재학생으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온라인 조

사를 실시해 103부를 회수했고,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00부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본조사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집 대상은 4년제 사범대학 및 사범계 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재학생으로, 

각 학교의 사범대학 학생회장을 협력자를 섭외한 후, 연구 목적과 설문조사 실

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설문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당 81부의 설문지를 배부해 총 40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설문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였으며, 전공에 

대한 비율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각 협력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해 설문 응답에 성실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총 5개 대학의 405부를 

배부해 총 33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무응답 및 불성실응답, 이상치 등을 제

외한 30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

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t-검증,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Hayes(2013)

가 개발한 PROCESS macro for SPSS를 활용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

정하는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별 분석 방법은 <표 Ⅲ-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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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분석방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가설 1.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성별, 대학 소재지, 학년, 전공, 희망 진로)
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1).

t-검증, 
일원분산분석

연구가설 2.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가설 3. 사범계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할 것이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 

(model 1)

주) 일반적 특성 중 전공별 임용 경쟁률은 전공과 일치하는 결과하기 때문에 연구 가설에 포함하지 않음. 

<표 Ⅲ-10> 연구가설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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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현재까지 분석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로, 남학생은 149명으로 49.2%, 여학생은 154명으로 52.

8%의 비율을 나타냈고, 학년의 경우 3학년이 164명으로 54.1%, 4학년이 139

명으로 45.9%의 비율을 나타냈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분포로는 수도권이 131

명으로 43.2%, 비수도권이 172명으로 56.8%의 비율을 나타냈고, 전공에 따른 

분포로는 교육학계열에서는 교육학이 40명으로 13.2%를 나타냈고, 언어·인

문·사회계열에서는 국어교육이 66명으로 21.8%, 역사교육이 50명으로 16.

5%, 영어교육이 36명으로 11.9%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연·공학계열에

서는 가정교육이 24명으로 7.9%, 수학교육이 43명으로 14.2%, 생물교육이 11

명으로 3.6%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예체능계열에서는 체육교육이 36명으로 11.

9%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전공 여부의 분포로는 다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응답

자가 51명으로 16.8%, 다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응답자가 252명으로 83.2%의 

비율을 나타냈고, 희망 진로의 분포는 교직 진출이 217명으로 71.6%, 비교직 

진출이 45명으로 14.9%, 미결정이 41명으로 13.5%의 비율을 나타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49 49.2

여성 154 52.8

학년
3학년 164 54.1

4학년 139 45.9

대학 소재지
수도권 131 43.2

비수도권 172 56.8

계 303 100.0

<표 계속>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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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공

교육학계열 교육학 40 13.2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21.8

역사교육 50 16.5

영어교육 33 10.9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7.9

수학교육 43 14.2

생물교육 11 3.6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11.9

다전공 여부
이수 51 16.8

이수 안함 252 83.2

희망 진로

교직 217 71.6

비교직 45 14.9

미결정 41 13.5

계 303 100.0

<표 Ⅳ-1> 계속

2.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 차이 검증

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성취동기, 전공 진로지원 기술통계량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성별, 대학 소재지, 학년, 전공, 희망 진로)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전, 전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성취

동기, 전공 진로지원의 응답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5점 환산 

평균을 측정했다.

먼저 전체 진로장벽 수준을 5점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 2.85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은 2.27점으로 전체 진로장벽 수

준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으나, 미래 불안은 3.19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났다. 두 번째로 사범계 대학생의 전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5점 평균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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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결과, 3.53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활동의 평균은 3.74점, 도구구비활동의 평균은 3.48점, 목표달성활동은 3.37점

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전체 성취동기 수준을 5점 평균

으로 환산한 결과, 3.84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하위요인인 열정은 

3.95점, 희망은 3.71점, 모험심은 3.82점, 자신감은 3.81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전공 진로지원 수준은 3.48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하위요인인 정보적 지원은 3.58점, 정서적 지원은 3.44점, 실제

적 지원은 3.43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Ⅳ-2> 참조).

구분　
응답가능
범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5점 

환산평균

진로장벽 11-55 31.36 8.97 11 55 2.85

직업정보 부족 4-20 9.06 3.50 4 20 2.27

미래 불안 7-35 22.30 7.23 7 35 3.19

진로준비행동 18-90 63.45 12.66 21 90 3.53

정보수집활동 6-30 22.44 4.21 8 30 3.74

도구구비활동 5-25 17.39 4.12 5 25 3.48

목표달성활동 7-35 23.62 5.57 7 35 3.37

성취동기 28-140 107.65 17.80 38 140 3.84

열정 11-55 43.50 6.83 19 55 3.95

희망 7-35 25.97 5.10 7. 35 3.71

모험심 6-30 22.94 4.08 7 30 3.82

자신감 4-20 15.24 2.70 5 20 3.81

전공 진로지원 25-125 86.90 19.83 28 125 3.48

정보적 지원 7-35 25.03 5.54 8 35 3.58

정서적 지원 10-50 34.42 8.28 11 50 3.44

실제적 지원 8-40 27.45 6.85 8 40 3.43

<표 Ⅳ-2>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성취동기, 전공 진로지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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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검증

1)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검증

사범계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분석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과 전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진로장벽에서 여성(2.98점)이 남

성(2.71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미래 불

안에서도 여성(3.38점)이 남성(2.99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F

진로장벽 전체
남성 149 2.71 0.89

-2.909**

여성 154 2.98 0.72

하위
요인

직업
정보 
부족

남성 149 2.24 0.95

-.568
여성 154 2.29 0.80

미래 
불안

남성 149 2.99 1.06
-3.359**

여성 154 3.38 0.97

진로준비행동 
전체

남성 149 3.55 0.79
.643

여성 154 3.50 0.61

하위
요인

정보
수집
활동

남성 149 3.75 0.76
.275

여성 154 3.73 0.64

도구
구비
활동

남성 149 3.52 0.90
.916

여성 154 3.44 0.75

목표
달성
활동

남성 149 3.40 0.87
.577

여성 154 3.35 0.71

*p<.05, **p<.01

<표 Ⅳ-3>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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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검증

사범계 대학생의 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진로

장벽과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 전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진로장벽에서는 

수도권(3.07점)이 비수도권(2.68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직업정보 부족

에서도 수도권(2.38점)이 비수도권(2.18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미래 

불안에서도 수도권(3.47점)이 비수도권(2.97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

었다. 반대로 전체 진로준비행동에서는 비수도권(3.63점)이 수도권(3.38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정보수집활동에서도 비수도권(3.83점)이 수도권(3.63점)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도구구비활동에서도 비수도권(3.60

점)이 수도권(3.32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목표달성활동에서도 비수도권

(3.49점)이 수도권(3.22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분 대학 소재지 N 평균 표준편차 t/F

진로장벽 전체
수도권 131 3.07 0.74

4.307***

비수도권 172 2.68 0.83

하위
요인

직업
정보 
부족

수도권 131 2.38 0.96

1.975*

비수도권 172 2.18 0.80

미래 
불안

수도권 131 3.47 0.95
4.267***

비수도권 172 2.97 1.04

진로준비행동 
전체

수도권 131 3.38 0.79
-2.971**

비수도권 172 3.63 0.61

하위
요인

정보
수집
활동

수도권 131 3.63 0.80
-2.382*

비수도권 172 3.83 0.61

<표 계속>

<표 Ⅳ-4> 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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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 소재지 N 평균 표준편차 t/F

하위
요인

도구
구비
활동

수도권 131 3.32 0.92
-2.846**

비수도권 172 3.60 0.73

목표
달성
활동

수도권 131 3.22 0.87
-2.855**

비수도권 172 3.49 0.72

*p<.05, **p<.01, ***p<.001

<표 Ⅳ-4> 계속

3)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검증

사범계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진로장벽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전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서 학년

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F

진로장벽 전체
3학년 164 2.89 0.81

 .826
4학년 139 2.81 0.83

하위
요인

직업
정보 
부족

3학년 164 2.36 0.88

1.945
4학년 139 2.16 0.86

미래 
불안

3학년 164 3.19 1.00
 .091

4학년 139 3.18 1.08

진로준비행동 
전체

3학년 164 3.47 0.66
-1.429

4학년 139 3.59 0.75

하위
요인

정보
수집
활동

3학년 164 3.67 0.68
-1.905

4학년 139 3.82 0.72

<표 계속>

<표 Ⅳ-5>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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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F

하위
요인

도구
구비
활동

3학년 164 3.45 0.77
 -.576

4학년 139 3.51 0.89

목표
달성
활동

3학년 164 3.32 0.73
-1.356

4학년 139 3.44 0.86

<표 Ⅳ-5> 계속

4)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검증

사범계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진로

장벽과 진로장벽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에서는 전공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에서는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활동을 제외한 전체 진로준비행동과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수학교육이 3.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뒤로 생물교육(3.68점), 역사교육(3.67점), 가

정교육(3.62점), 국어교육(3.57점), 체육교육(3.39점), 영어교육(3.35점), 교육

학(3.18점) 순이었다. 또한, 도구구비활동에서는 수학교육이 3.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뒤로 역사교육(3.63점), 생물교육(3.56점), 국어교육

(3.53점), 가정교육(3.42점), 체육교육(3.31점), 영어교육(3.30점), 교육학(3.1

8점) 순이었다. 그리고 목표달성활동에서는 수학교육이 3.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뒤로 역사교육(3.58점), 생물교육(3.49점), 가정교육(3.46

점), 국어교육(3.45점), 체육교육(3.26점), 교육학(2.90점) 순이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에 대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진로준비행동과 도구구비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표달

성활동에서 역사교육이 교육학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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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학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분
전공계열

N 평균
표준
편차

t/F Scheffe
소계열 전공

진로장벽 
전체

교육학계열 교육학 40 2.98 0.74

.980 -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2.96 0.73

역사교육 50 2.91 0.89

영어교육 33 2.83 0.74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2.86 0.96

수학교육 43 2.71 0.82

생물교육 11 2.84 0.98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2.61 0.84

하위
요인

직업
정보 
부족

교육학계열 교육학 40 2.53 0.87

1.161 -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2.14 0.80

역사교육 50 2.13 1.02

영어교육 33 2.39 0.70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2.24 0.85

수학교육 43 2.18 0.85

생물교육 11 2.39 1.03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2.36 0.92

미래 
불안

교육학계열 교육학 40 3.23 0.95

1.934 -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3.44 0.95

역사교육 50 3.36 1.11

영어교육 33 3.07 0.96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3.21 1.28

수학교육 43 3.01 1.03

생물교육 11 3.10 1.09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2.76 0.93

<표 계속>

<표 Ⅳ-6>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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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계열

N 평균
표준
편차

t/F Scheffe
소계열 전공

진로준비행동 
전체

교육학 교육학 40 3.18 0.74

 3.123**
유의
하지
않음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3.57 0.73

역사교육 50 3.67 0.67

영어교육 33 3.35 0.67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3.62 0.58

수학교육 43 3.75 0.55

생물교육 11 3.68 0.56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3.39 0.81

하위
요인

정보
수집
활동

교육학계열 교육학 40 3.52 0.76

 1.734 -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3.76 0.70

역사교육 50 3.82 0.66

영어교육 33 3.60 0.71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3.98 0.59

수학교육 43 3.84 0.68

생물교육 11 3.98 0.38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3.62 0.79

도구
구비
활동

교육학계열 교육학 40 3.18 0.80

 2.523*
유의
하지
않음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3.53 0.85

역사교육 50 3.63 0.84

영어교육 33 3.30 0.69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3.42 0.90

수학교육 43 3.80 0.58

생물교육 11 3.56 0.77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3.31 0.97

목표
달성
활동

교육학계열 교육학 40 2.90 0.88

4.103***
c>a
f>a

언어·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 66 3.45 0.83

역사교육 50 3.58 0.69

영어교육 33 3.16 0.77

자연·공학계열

가정교육 24 3.46 0.58

수학교육 43 3.64 0.65

생물교육 11 3.49 0.74

예체능계열 체육교육 36 3.26 0.84

*p<.05, **p<.01, ***p<.001

<표 Ⅳ-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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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 진로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검증

사범계 대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분석 결

과, 전체 진로장벽에서는 희망 진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진로준비

행동에서는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을 제외한 전체 진로준비행동과 도구구비활

동, 목표달성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직업정보 부족에서는 희망 진로가 미결정인 학생(2.

69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다음 비교직(2.39점), 교직(2.16점) 순

이었다. 그리고 미래 불안에서는 희망 진로가 교직(3.26점)인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다음 미결정(3.22점), 비교직(2.80점) 순이었다. 전체 진로

준비행동에서는 희망 진로가 교직(3.59점)인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

고, 그다음 비교직(3.44점), 미결정(3.28점) 순이었고, 도구구비활동에서는 교

직(3.55점), 비교직(3.39점), 미결정(3.21점) 순이었으며, 목표달성활동에서는 

교직(3.46점), 비교직(3.21점), 미결정(3.10점) 순이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에 대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업정

보 부족에서는 희망 진로가 미결정인 학생이 교직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

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미래 불안에서는 희망 진로가 교직인 학생이 비교직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진로준비행동에

서는 희망 진로가 교직인 학생이 미결정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

내고 있었고, 목표달성활동 또한 교직인 학생이 미결정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도구구비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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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희망 진로 N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진로장벽 
전체

교직 217 2.86 0.82

2.395 -비교직 45 2.65 0.82

미결정 41 3.03 0.76

하위
요인

직업
정보 
부족

교직 217 2.16 0.84

7.082** c>a비교직 45 2.39 0.91

미결정 41 2.69 0.91

미래 
불안

교직 217 3.26 1.05

3.843* a>b비교직 45 2.80 0.97

미결정 41 3.22 0.92

진로준비행동 
전체

교직 217 3.59 0.63

3.957* a>c비교직 45 3.44 0.79

미결정 41 3.28 0.90

하위
요인

정보
수집
활동

교직 217 3.78 0.64

2.304 -비교직 45 3.75 0.80

미결정 41 3.52 0.85

도구
구비
활동

교직 217 3.55 0.75

3.161*
유의하지 
않음

비교직 45 3.39 0.91

미결정 41 3.21 1.02

목표
달성
활동

교직 217 3.46 0.71

4.726* a>c비교직 45 3.21 0.89

미결정 41 3.10 1.01

*p<.05, **p<.01

<표 Ⅳ-7> 희망 진로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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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가. 변인 간 상관관계

연구가설 2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연

구 목적과 자료의 종류에 따라 상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나, 일반적으

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0.00~0.20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고 해석하며, ±0.20~0.40은 낮은 상관관계, ±0.40~0.60은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 ±0.60~0.80은 높은 상관관계, ±0.80~1.00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라고 

해석한다(이훈영, 2014).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성취동기, 전공 진로지원 변인과 

변인별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독립변인인 진로장벽과는 낮

은 상관관계(=-.28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인인 성취동기와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450), 전공 진로지원과는 높은 상관관계(=.613)를 

나타내고 있었다. 각 변인 및 각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도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목표

달성활동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 불안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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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진로준비행동 1 　 　 　 　 　 　 　 　 　 　 　 　 　 　 　

　
　
　

2. 정보수집활동 .882*** 1 　 　 　 　 　 　 　 　 　 　 　 　 　 　

3. 도구구비활동 .892*** .679*** 1 　 　 　 　 　 　 　 　 　 　 　 　 　

4. 목표달성활동 .938*** .739*** .768*** 1 　 　 　 　 　 　 　 　 　 　 　 　

5. 진로장벽 -.280*** -.229*** -.253*** -.274*** 1 　 　 　 　 　 　 　 　 　 　 　

　
　

6. 직업정보 부족 -.393*** -.347*** -.347*** -.372*** .643*** 1 　 　 　 　 　 　 　 　 　 　

7. 미래 불안 -.150** -.123 -.140* -.154** .921*** .294*** 1 　 　 　 　 　 　 　 　 　

8. 성취동기 .450*** .401*** .426*** .400*** -.314*** -.264*** -.257*** 1 　 　 　 　 　 　 　 　

　
　
　
　

9. 열정 .425*** .395*** .399*** .369*** -.247*** -.274*** -.170** .961*** 1 　 　 　 　 　 　 　

10. 희망 .447** .366*** .430*** .418*** -.362*** -.236*** -.332*** .939*** .836*** 1 　 　 　 　 　 　

11. 모험심 .415*** .385*** .394*** .359*** -.293*** -.228*** -.250*** .945*** .877*** .865*** 1 　 　 　 　 　

12. 자신감 .397*** .358*** .372*** .353*** -.304*** -.252*** -.251*** .919*** .865*** .839*** .828*** 1 　 　 　 　

13. 전공 진로지원 .603*** .546*** .520*** .568*** -.353*** -.357*** -.259*** .427*** .380*** .452*** .400*** .376*** 1 　 　 　

　
　
　

14. 정보적 지원 .539*** .508*** .451*** .504*** -.312*** -.383*** -.195** .349*** .323*** .357*** .329*** .298*** .930*** 1 　 　

15. 정서적 지원 .593*** .540*** .511*** .556*** -.366*** -.348*** -.280*** .437*** .388*** .462*** .412*** .382*** .969*** .852*** 1 　

16. 실제적 지원 .584*** .510*** .514*** .557*** -.322*** -.295*** -.252*** .419*** .364*** .455*** .388*** .381*** .956*** .837*** .892*** 1

주) 통제변인인 성별, 대학 소재지, 전공별 임용 경쟁률을 통제한 후, 상관분석을 실시함.

*p<.05, **p<.01, ***p<.001

<표 Ⅳ-8>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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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공선성 진단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를 구명하기 전 독립변인(진로장

벽)과 조절변인(성취동기, 전공 진로지원)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 종속변인

에 미치는 영향이 잘못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김준우, 2007), 다중공선성을 진

단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

에서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조절변인을 모두 독립

변인으로 설정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김두섭, 강남준, 2000; 최동선, 

2003; Tabachnick & Fidel, 1983)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표 Ⅳ-9> 

참조). 이 연구에서는 허용값이 성별이 .934, 대학 소재지가 .835, 전공별 임용 

경쟁률이 .942, 진로장벽이 .762, 성취동기가 .695, 전공 진로지원이 .653으로 

나타나 기준(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분산팽창지수도 성별이 1.070, 대학 소재지가 1.197, 전공별 임용 경쟁률이 

1.062, 진로장벽이 1.312, 성취동기가 1.439, 전공 진로지원이 1.531로 기준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고,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음)을 충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허용값(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성별 .934 1.070

대학 소재지 .835 1.197

전공별 임용 경쟁률 .942 1.062

진로장벽 .762 1.312

성취동기 .695 1.439

전공 진로지원 .653 1.531

주)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

<표 Ⅳ-9>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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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 

1) 전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

을 주는 경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대학 소재지, 전공별 임용 경쟁률을 회귀모형 1단

계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그 다음 2단계에 진로장벽을 투입해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Ⅳ-10>과 같다.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로장벽의 비표준화 계수는 –.247이었으며, 표준화 

계수는 –.287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 1(통제변인)의 설명량은 

4%였고, 진로장벽을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량은 11.3%였다.

구분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모형 1 모형 2

B  B 

상수 3.474  4.197

통제
변인

성별
(기준: 남성)

 .039 .028 -.027 -.019

대학 소재지
(기준: 수도권)

-.273 -.193** -.169 -.119*

전공별 임용 경쟁률 2.316 .134* 1.840 .107

독립
변인

진로장벽 -.247 -.287***

  (∆  ) .050(.040) .124(.113)

 5.220*** 25.348***

*p<.05, **p<.01, ***p<.001

<표 Ⅳ-10> 전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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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

가) 직업정보 부족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

전체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

한 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성별과 대학 소재지, 전공별 임용 경쟁률

을 회귀모형 1단계에 투입하여 통제한 후, 2단계에 직업정보 부족을 투입한 결

과는 <표 Ⅳ-11>과 같다. 

사범계 대학생의 직업정보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직업정보 부족의 비표준화 계수는 –.310이었으며, 

표준화 계수는 –.387로 전체 진로장벽보다 강하게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설명량도 18.6%를 차지해 전체 진로장벽의 설명량(11.3%)

보다 높은 설명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분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모형 1 모형 2

B  B 

상수 3.474  4.181

통제
변인

성별
(기준: 남성)

.039 .028 .022 .016

대학 소재지
(기준: 수도권)

-.273 -.193** -.205 -.145**

전공별 임용 경쟁률 2.316 .134* 1.923 .111*

독립
변인

직업정보 부족 -.310 -.387***

  (∆  ) .050(.040) .197(.186)

 5.220*** 54.428***

*p<.05, **p<.01, ***p<.001

<표 Ⅳ-11> 직업정보 부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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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

그다음 미래 불안을 투입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사범

계 대학생의 미래 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는데, 구체적으로 미래 불안의 비표준화 계수는 –.105이었고, 표준화 계수는 –.1
65로 전체 진로장벽이나 직업정보 부족보다는 약하게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설명량도 5.9%로 모형 1의 설명량(4%)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전체 진로장벽이나 직업정보 부족을 투입했을 때보다는 적은 설명

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분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모형 1 모형 2

B  B 

상수 3.474  3.820

통제
변인

성별
(기준: 남성)

.039 .028 -.002 -.001

대학 소재지
(기준: 수도권)

-.273 -.193** -.217 -.153**

전공별 임용 경쟁률 2.316 .134* 2.075 .120*

독립
변인

미래 불안 -.105 -.165**

  (∆  ) .050(.040) .071(.059)

 5.220*** 6.841**

*p<.05, **p<.01, ***p<.001

<표 Ⅳ-12> 미래 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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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가.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진로장벽을 독립변인, 성취동기를 조절변인, 진로장벽과 성취동기의 곱을 상호

작용항으로 만들었고,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를 구명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분석 결과, 진로장벽(Coefficient=-.159)과 성취동기(Coefficient=.464)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진로장벽과 성취동기의 상호작

용항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

취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Coefficient 표준오차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상수 3.485 .075 3.337 3.634

통제변인

성별
(기준: 남성)

-.106 .072 -.249 .036

대학 소재지
(기준: 수도권)

-.041 .076 -.190 .108

전공별 임용 
경쟁률

1.956* .883 .219 3.693

독립변인 진로장벽 -.159** .051 -.259 -.059

조절변인 성취동기 .450*** .062 .328 .573

상호작용항
진로장벽×
성취동기

.086 .069 -.049 .221

  (∆  ) .516(.266)

 17.885***

*p<.05, **p<.01, ***p<.001

<표 Ⅳ-13>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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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진로장벽을 독립변인, 전공 진로지원을 조절변인, 진로장벽과 전공 진로지

원의 곱을 상호작용항으로 만들었고,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해 분

석을 실시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를 구명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분석 결과, 진로장벽(Coefficient=-.098)과 전공 진로지원(Coefficient=.519)

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진로장벽과 전공 진로지원의 

상호작용항(Coefficient=.098)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Coefficient 표준오차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상수 3.532 .068 3.398 3.667

통제변인

성별
(기준: 남성)

-.092 .064 -.219 .035

대학 소재지
(기준: 수도권)

.045 .069 -.091 .180

전공별 임용 
경쟁률

.706 .794 -.857 2.269

독립변인 진로장벽 -.098* .046 -.188 -.008

조절변인 전공 진로지원 .519*** .047 .428 .611

상호작용항
진로장벽×

전공 진로지원
.098* .047 .007 .190

  (∆  ) .640(.409)

 34.141***

*p<.05, **p<.01, ***p<.001

<표 Ⅳ-14>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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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절효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공 진로지원의 –1표

준편차, 평균값, +1표준편차 값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계수 및 유의수준은 

<표 Ⅳ-15>와 같다. 전공 진로지원의 –1표준편차값에서 평균값. +1표준편차값

까지의 크기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Ⅳ-1]과 같다.  

전공 진로지원

전공 진로지원의 평균값과 ±1표준편차에서의 조건부 효과

Effect 표준편차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1표준편차(-.793) -.176** .067 -.308 -.044

평균값(.000) -.098* .046 -.188 -.008

+1표준편차(+.793) -.020* .049 -.116 .076

*p<.05, **p<.01, ***p<.001

<표 Ⅳ-15> 전공 진로지원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에서의 조건부 효과 

[그림 Ⅳ-1]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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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검증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성취동기, 전공 진

로지원의 수준을 측정했는데, 먼저 진로장벽(2.85점)은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가정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요

인별 수준에서 직업정보 부족(2.27점)과 미래 불안(3.19점)이 큰 차이를 보였

는데, 이는 4년제 교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수준을 측정한 하정윤

과 김정민, 강지연, 하지철(201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하정윤 외

(2016)의 연구에서도 전체적인 진로장벽 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낮았지만, 수도

권 4년제 교육계열 대학생의 경우 미래 불안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진로장벽이 하위요인별로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김선중(2005)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사범계 대학생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을 정

교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진로준비행동

(3.53점)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 연구에서 가정

한 결과와 사범계 대학생의 전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보통보다 낮다는 김봉환

(1997)의 연구와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다는 이제경과 김동일(2004)

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

동 수준을 측정한 박신영(2017)의 연구에서는 보통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와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임용 및 취

업 상황이 상이하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거에

는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우선임용이 되거나, 교원 수급이 어느 정

도 균형을 이루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교원 수급의 불균형이란 구조적 문제 때

문에,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의 양 자체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성취동기는 3.84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

는데, 이는 3학년 때 사범대학 학생의 성취동기 수준이 3.49점으로 보통보다 높

다는 결과를 도출한 이정복(199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네 번째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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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진로지원의 수준은 3.48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희망 

진로가 교직인 학생들이 7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출된 결과로 판

단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범계에서 제한적으로 진로지원이 제공되고 있고, 제

공될 수 있는 진로지원으로는 교직 진출을 위한 임용 특강, 교재 및 학습시설 

지원 정도가 있다고 언급되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직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지원에 대해 만족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 진로가 비교직이나 미결정인 학생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각 변인의 수준에 이어 일반적 특성(성별, 대학 소재지, 학년, 전공, 희망 진

로)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은 전체 진로장벽에

서 여성(2.98점)이 남성(2.71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미래 불

안에서도 여성(3.38점)이 남성(2.99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장벽을 더 많이 느낀다는 국내 연구(연규진, 양지웅, 

이정선, 장애경, 김정기, 2013; 이자명, 두경희, 2015, 장이슬, 송병국, 2015)

나 국외 연구(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 Tokar, 1991b)를 지

지한 결과였다.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이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의 특성을 논의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점과(Swanson & Woitke, 1997),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진

로장벽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진로장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진로

준비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

가 없다는 연구(김종학, 최보영, 2015; 박예영, 이동형, 2014; 이종찬, 홍아정, 

2013; 임수진, 2015; 장이슬, 송병국, 2015)들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남

성이 여성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김은선, 이희수, 2018; 문승태, 

박미하, 2013; 박정희, 김홍석, 2009)나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강희순, 2010; 손은령, 손진희, 2005) 등 여러 연구가 혼재돼있는 

것으로 볼 때,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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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전체 및 모든 하

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전체 진로장벽(수도권: 3.07

점, 비수도권: 2.68점)과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수도권: 2.38점, 비수도권: 

2.18점), 미래 불안(수도권: 3.47점, 비수도권: 2.97점)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이성식(2007)과 하정윤 외(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리고 전체 진로준비행동(수도권: 3.38점, 비

수도권: 3.63점)과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수도권: 3.63점, 비수도권: 3.83

점), 도구구비활동(수도권: 3.32점, 비수도권: 3.60점), 목표달성활동(수도권: 3.

22점, 비수도권: 3.49점)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대학 소재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종찬, 홍아정

(2013)과 하정윤 외(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는데, 이는 졸업 후 진로가 

교직인 경우에 해야 할 진로준비행동이 어느 정도 고정돼있고, 이는 대학 소재지

가 수도권일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출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 결과는 연구의 표본이 고학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 시기가 주로 3학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박은수, 

2017),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느끼는 것이 비슷하며, 그로 인해 학년 

간 수준 및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고학년과 저학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나

(박정희, 김홍석, 2009; 조현재, 2014), 고학년끼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전공에 따른 차이를 검증했을 때, 진로장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공별 임용 경쟁률 등 사범계 내 전공의 분위기는 차이

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범계 내에서 느끼는 진로장벽은 비슷함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각 전공의 진로장벽 수준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의 경우에는 전체 진로준비행동과 도

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로 수학교육과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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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사교육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상대적으로 교육학이 낮은 수준을 나타

냈다. 이는 교과교육을 배우는 타 전공과 달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및 평생교육, 기업교육 등 교육학 전반을 배우는 교육학 전공에서 수행해야 할 

진로준비행동이 타 전공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교직을 준비하는 교육학 전공 

학생이라도 전공과목에서 교과교육 전공과는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덜 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로, 희망 진로에 따른 차이를 검증했을 때, 전체 진로장벽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직업정보 부족에서 미결정 학생들의 직업정보 부

족 수준은 2.69점이었고, 비교직 희망 학생들은 2.39점, 교직 희망 학생들은 2.

16점이었는데, 이는 교직과 비교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미결정 학생들의 고

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은수, 2018). 그리고 미래 불안에서는 희

망 진로가 교직 학생들의 수준은 3.26점으로 비교직 학생들(2.80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표집 대상이 교직 진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학년

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전체 진로

준비행동(교직: 3.59점, 비교직: 3.44점, 미결정: 3.28점)과 도구구비활동(교직: 

3.55점, 비교직: 3.39점, 미결정: 3.21점), 목표달성활동(교직: 3.46점, 비교직: 

3.21점, 미결정: 3.10점)에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높고, 그다음 비교직, 미결정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범계 진

로 특성상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도

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287)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직업정보 부족, 미래 불안)별로도 검증한 결과 직업정

보 부족은 =-.387, 미래 불안은 =-.165 수준에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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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고경필, 고정리, 2018; 김선중, 

2005; 손은령, 손진희, 2005;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2; Swanson, Daniels, 

& Tokar, 1996; Taveira, Silva, Rodriguez, & Maia, 1998)와 일치하는 결

과로, 진로장벽을 많이 느낄수록 진로결정 및 준비를 저해한다는 내용을 지지하

는 결과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 진로장벽의 표준화계수보다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이 더 높은 계수를 나타내고 있던 것인데, 이는 진로장벽이 하위

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선중, 2005)를 

지지한 결과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기

존 진로장벽 측정도구들을 고찰해 하위요인 및 문항을 재구성했고, 직업정보 부

족과 미래 불안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으나, 두 

요인 외에 추가적으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

인지 사범계 대학생의 특성에 대해 더욱 고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를 검증한 결과. 성취동기 두 변인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이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는데, 이는 사범계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표본들의 희망 진로가 

주로 교직(71.6%)이었는데, 교직을 진로로 하는 사람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박신영, 2017), 해야 할 진로준비행동이 비교직이나 미결정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성취동기가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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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부적 영

향관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나 인지·정

서에 근거한 진로장벽 대처 모형을 통해 도출된 가설과 일치된 결과였고, 사범

계 대학생 관련 연구에서 진로지원이 진로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반

영한 결과였다(박신영, 2017). 사범계 대학생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장벽을 경험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개개인

별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전공에서 진로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좀 더 주

체적으로 진로결정 및 준비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활용해 사범계 대학생의 주체적인 진로준비를 수행하기 위해 전공 진로지원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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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

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두 관계에 있어서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사

범계 학과 재학생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되는 3, 4학

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2개 대학, 비수도권 3개 대학을 군집표집하고 전공계열

(교육학, 언어·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의 비율을 고려해 총 5개 대학

에 405부를 배부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성취동기, 전공 진로지원으로 구성된 질

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존의 도구를 활용

하거나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내적 일치도와 구성타당도를 검토하였

다.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검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915, 진로장벽

은 .883, 성취동기는 .963, 전공 진로지원은 .970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가 확보

됨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

시되었고, 본조사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행되었다.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협력자를 섭외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실시

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10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3부

를 제외한 총 100부를 예비조사 분석에 활용하였고, 본조사는 총 333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30부를 제외한 총 303부를 본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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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과 같은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증과 일

원분산분석,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 구명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for SPSS를 활용해 성취동기와 전공 진로지

원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성별, 대학 소재지, 학년, 전공, 희망 진로)

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서는 전체 진로

장벽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미래 불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대학 소재지에서는 전체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 하위요

인들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전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준비행동 하위요

인들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년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

공에서도 전체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전체 진로준비행동(생물-역사-가정-국어-체육-

영어-교육학 순)과 하위요인인 도구구비활동(수학-역사-생물-국어-가정-체

육-영어-교육학 순), 목표달성활동(수학-역사-생물-가정-국어-체육-교육학 

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 진로에서는 전체 진로장

벽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미결정-비교

직-교직 순)과 미래 불안(교직-미결정-비교직 순)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으며,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전체 진로준비행동과 도구구비활동, 목표수집활동

에서 교직, 비교직, 미결정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구명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하위요인별로도 영향관계를 구명한 결과,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도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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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전

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취동기는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유의

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공 진로지원은 진로장벽이 진로준

비행동에 부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조절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

취동기와 전공 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

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년을 제외한 성별과 대학 소재지, 전공, 희

망 진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 소재지나 전공, 희망 진로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는 일반대학과는 다른 사범계

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범계 대학생

의 진로장벽을 설명할 수 있는 하위요인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측정도구를 고찰해 직업

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을 하위요인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고, 재구성한 도구를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영향관계를 구

명했을 때도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진

로장벽의 설명량(7.3%)보다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의 설명량(14.6%)이 높

은 것을 봤을 때, 현재 구성된 하위요인이 사범계 대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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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전공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 통제변인과 독립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 환경 변인인 전공 

진로지원을 투입했을 때,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 차원의 

진로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의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 및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

구에서는 성별, 대학 소재지, 전공, 희망 진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 소재지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진로장벽 수준은 더 높고, 진

로준비행동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

었던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기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희망 진로에서는 교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미래 불안 수준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처음부터 교직 진출을 목표로 사범계 전공에 입학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변경을 고민하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수도권-비수도권 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비교 연구 및 교직-

비교직 집단의 비교 연구, 진로 변화(예: 교직→비교직, 미결정→교직)에 따른 

유형화 연구 등의 구체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 개념과 구인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사범계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

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는 심리적·환경적 장

애물’로 정의하고, 기존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고찰해 사범계 대학생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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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 불안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해 진

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전체 진로장

벽의 설명량이 7.3%로 낮았고, 하위요인별로 분석을 한 결과, 직업정보 부족 단

일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양이 14.6%로 더 많은 설명량을 나타냈

다. 이는 현재 구성된 진로장벽 측정도구가 사범계 대학생의 특성을 잘 설명한

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개념과 구인을 더욱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저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3, 4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학년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고학년인 3, 4학년이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나온 결과로 판단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 및 차이 검증을 수행해 사범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들을 도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전공 차원에서의 진로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지원이 아닌 개인이 속한 전공에서 개인에게 얼마나 진

로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대학의 진로지원으

로는 학생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이 있지만, 모든 학생이 기관을 이용하지

는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

의 전공이 있고,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 과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는 각 전공 학생에게 필요한 진로지원이 어떤 것이고, 진로 관련 변인과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사범계 대학생을 위한 전공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진로지원이 필요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들이 진로개발을 위해 학교나 단과대학, 전공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러한 연구들을 고찰해 이 연구에서는 전

공 진로지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해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전공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외에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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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교육과에서 비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언어학연구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강

사 등 직업을 소개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보통보다 낮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반대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보통보다 다소 높았

다. 이는 현재 임용 및 취업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이유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임용시험 준비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나 비교직 진출희망 사

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등이 수행된다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풍부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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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 질문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에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

는지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전

공(학과)의 진로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입

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의 특

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작성하

신 질문지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이 승 엽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0000-0000 / e-mail: wayou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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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행동의 정도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
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
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
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소
책자)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
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시청
하거나 전시회, 설명회 등에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
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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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
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
하여 취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
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
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
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
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
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혹은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
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
에 입문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등에 다니면서 준
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 혹은 업체
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입직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
망)를 수집하였거나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
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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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이 문제들에 대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 관련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
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전공을 졸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전공 관련 직업분야 중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
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전공의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경기 불황 등의 일자리 부족은 나의 진로선택을 
불안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원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나의 진로선택을 불
안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전공은 취업시장에서 불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교직 외 분야로 취업을 한다면, 사범계 전공이
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교직 외 분야로 취업을 한다면, 사범계 전공이
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교직 외 분야로 취업을 한다면, 사범계 전공이
기 때문에 승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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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평소에 생각하는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에

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삶의 의미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 가지 과정이 끝나면 새로운 과정을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시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
더라도 극복해 나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획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장차 이루게 될 일을 생각하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가올 날들이 희망으로 빛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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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어 결국 성공
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
시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이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능력을 알기위해 모험을 불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일이면 더 잘해낼 것이라는 결의에 차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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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속한 전공(학과)의 진로지원서비스(진로탐색 관련 과목, 교수

와의 진로상담, 진로 관련 특강, 멘토링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학과)에서는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시대흐름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 관련 직업들에 대한 장·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제 전공 관련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전공 선배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
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만한 과목을 추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긍지를 갖게끔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
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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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에서는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문제에 관해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 선택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울 수 있
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 직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경쟁률, 시험, 면접 등)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동
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돈이나 
교재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같은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제
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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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학년은? ① 3학년                         ② 4학년

3. 귀하의 주전공(학과)은? (               ) 전공(학과)

4.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는?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② 비수도권

5. 귀하는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귀하의 다전공(학과)은?

(               ) 전공(학과)

6. 현재 귀하가 희망하는 진로는?

① 교직 ② 비교직 ③ 미결정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117 -

【부록 2】 본조사 질문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에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

는지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전

공(학과)의 진로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입

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의 특

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작성하

신 질문지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이 승 엽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0000-0000 / e-mail: wayou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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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행동의 정도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
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
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
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소책자)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소
책자)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
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시청
하거나 전시회, 설명회 등에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
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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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
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
하여 취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
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
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
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
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
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혹은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
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
에 입문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등에 다니면서 준
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 혹은 업체
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입직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
망)를 수집하였거나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
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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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이 문제들에 대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 관련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
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공 관련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전공 관련 직업분야 중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
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전공의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경기 불황 등의 일자리 부족은 나의 진로선택을 
불안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원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나의 진로선택을 불
안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전공은 취업시장에서 불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교직 외 분야로 취업을 한다면, 사범계 전공이
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교직 외 분야로 취업을 한다면, 사범계 전공이
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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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평소에 생각하는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에

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삶의 의미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 가지 과정이 끝나면 새로운 과정을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시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
더라도 극복해 나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획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장차 이루게 될 일을 생각하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가올 날들이 희망으로 빛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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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어 결국 성공
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
시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이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능력을 알기위해 모험을 불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일이면 더 잘해낼 것이라는 결의에 차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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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속한 전공(학과)의 진로지원서비스(진로탐색 관련 과목, 교수

와의 진로상담, 진로 관련 특강, 멘토링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학과)에서는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시대흐름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 관련 직업들에 대한 장·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제 전공 관련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전공 선배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
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만한 과목을 추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긍지를 갖게끔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
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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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에서는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문제에 관해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 선택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울 수 있
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 직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경쟁률, 시험, 면접 등)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동
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돈이나 
교재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같은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제
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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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학년은? ① 3학년                         ② 4학년

3. 귀하의 주전공(학과)은? (               ) 전공(학과)

4.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는?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② 비수도권

5. 귀하는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귀하의 다전공(학과)은?

(               ) 전공(학과)

6. 현재 귀하가 희망하는 진로는?

① 교직 ② 비교직 ③ 미결정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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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achieve

ment motivation and career support from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

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pre-serv

ice teacher educa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set as follow

s: first, to examin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

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to find the rela

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o find 

moderating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support from major i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verify the difference of caree

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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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gender, university location, grade, major, desired career), Among the sub fa

ctor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barriers, wo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

han men in the future anxiety. In the university location, the total career barrie

rs and career barrier sub factors were higher in the metropolitan area than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b factors showe

d that non-metropolitan areas were higher than metropolitan a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factor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the grad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career b

arriers and career barriers in the major. however, in career preparation behavi

o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tivity achievement activities of th

e tool equipping activities.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

areer path of the desired care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the 

lack of job information(undecided-nonteaching-teaching) and future anxiety(tea

ching-undecided-nonteaching) in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there was a sign

ificant difference in total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tool equipping activities, 

and goal achieving activities in order of teaching, comparison, and indeterminati

on; second, career barriers had negatively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

or, the lack of job information and future anxiety also showed significant negati

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

oder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support from major in th

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hieve

ment motiv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fun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but career support from major had on moderating effects bet

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made. first, the level of care

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e

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

on, because it reflect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pre-service t

eacher education; second, to find lower the career barriers that perceived by u

niversity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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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factors that can explain the career barriers of the students in pre-ser

vice teacher education; third, career support from major is needed to improve t

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

ducation.

Sugges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resear

ch on specific study among group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

niversity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econd, to elaborate on th

e concept of career barriers and the constru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pre

-service teacher educa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conduct research on all gr

ades of university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fourth, research 

on career support in the major field is needed; fif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career support in the major field; sixth,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r

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

n is needed.

Keywords :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Career Barrier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hievement Motivation, Career 

Support, Career Support from Major, Moderating Effects

Student Number : 2017-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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