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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유형화 연구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년

류 지 은

이 연구의 목적은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특성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며, 각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2년 

미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사원 전체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별 경력 2년 이하의 대졸 취업자 비율을 고려하여 

대기업 신입사원 120명, 중소기업 신입사원 480명 등 600명을 유의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진로타협 유형,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 결과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배포와 수집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600부 중 527부가 회수되어 87.8%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527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55부를 제외한 472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① 진로타협 유형화 단계, ②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 ③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 관계 분석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진로타협 

유형화 단계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모형검증치와 유형수별 진로타협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수를 가진 최적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도출된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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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이후 단계에서 집단 간 차이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졸 신입사원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타협을 경험하며, 이들의 진로타협 양상은 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등 네 가지 진로타협 유형은 각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 뿐 아니라,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의 타협 여부 측면에서도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네 가지 진로타협 유형 중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 유형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으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경력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타협 

수준이 낮은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력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단순히 타협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이행 전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 측면에서 연구대상의 다양화, 종단적 연구방법의 

활용,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 다양한 진로타협 결과 지표 활용, 진로타협과 개인의 특성 

간 직접적인 영향 관계 분석, 진로타협의 직접적인 원인 구명, 진로타협 수준 측정방법 

간 비교에 대한 사항을 제언하였다. 연구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개인의 진로정체감 

향상 및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원, 전공 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 및 학습문화 조성, 

진로타협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조직적응 전략에 대한 내용이 제언되었다.

주요어: 대졸 신입사원, 진로타협, 진로타협 유형, 노동시장 이행, 잠재프로파일분석

학  번: 2016-3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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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특정 진로 경로(career path)를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진로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Super, Savickas, & Super, 

1996). 특히 대학생의 졸업 후 첫 일자리는 개인의 미래 진로 및 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경력설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조대연, 두민영, 2016). 

이에 따라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오랫동안 

대학생들이 가진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며(정철영, 1998), 현재에도 여전히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졸업 후의 진로 문제라는 점(장현진, 2017)은 이러한 

대학생의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반증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여건에 따른 취업시장 악화로 인해 대학생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오세은, 2018), 

이러한 갈등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 및 직무 조건의 수준과 실제 고용가능성이 

불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이성욱, 2013). 이로 인해 국내 대학생들은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금, 복리후생 등 직업의 외재적 가치 요소와 흥미, 적성 등 내재적 

가치 요소 중 특정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포기하고 있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진로타협(career compromise)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Chen, 2004). 진로타협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요소를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를 포기하는 것으로(황매향, 김계현, 

2003), 대학생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진로대안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장회, 김계현, 2010). 특히 첫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특정 직업에 대해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직업을 선택하며, 이로 인해 일의 의미와 보상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타협 상황에 놓이게 된다(Baumgardn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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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타협하고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타협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논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직업이 단순히 

매치(match)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진로에 관한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adapt)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Krieshock, Black, & McKay, 2009; 

Savickas, 2012), 대학생들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타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학 진로교육 및 상담 현장의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김봉환, 2009). 그러나 대부분의 진로타협 연구들은 타협요인 간 우선순위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실제 타협 양상과 영향 변인, 그리고 타협 

결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Blanchard & Lichtenberg, 2003; 

Tsaousides & Jome, 2008). 

대학생들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을 구명하고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진로타협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타협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므로(Gati, 

1993) 유형화와 같은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활용할 때 그 

양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Hirschi & Valero, 2017). 특히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개인마다 추구하는 요소와 포기하는 요소가 서로 다른 

현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7)과 중요한 요소를 지키기 위해 다른 요소를 포기하는 

진로타협의 개념(Gottfredson, 1981)을 고려했을 때, 진로타협의 양상은 개인이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와 실제 포기한 요소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취업을 위해 어떤 

요소를 얼마나 포기했는지에 따라 진로타협을 유형화하고 각 진로타협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떤 유형이 노동시장 이행 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타협한 유형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진로타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타협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진로타협 양상과 그 결과는 잠재적 

진로결정(pre-decision)이 아닌 실제 진로결정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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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진로타협과 같은 심리적 변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 효과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Henry, Moffitt, Caspi, Langley, & Silva, 

1994)을 고려하여 비교적 진로결정 이후의 시간 경과가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다수가 졸업 후 진로로 취업을 선택하고 

있음(장현진, 2017)을 고려하여 입사 2년 미만의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을 유형화하고,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진로타협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대학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현장이나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며, 각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한다.

둘째,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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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1-1.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은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1-2.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전공계열, 

대학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일자리 특성(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임금, 전공-직무 일치)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경력몰입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심리 특성(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및 부모 특성(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3-2. 대졸 신입사원의 심리 특성(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전공 

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및 부모 특성(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은 진로타협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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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대졸 신입사원

신입사원(newcomer)은 일반적으로 입사 후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원을 

지칭하며(주홍석, 2014) 경력사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사 후 2년 

이내가 조직적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Allen, 2006; Jokisaari & 

Nurmi, 2009)과 진로타협 후의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대졸 신입사원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진학하지 않고 바로 기업에 소속된 사람 중 입사 후 2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고 이직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나. 진로타협

진로타협(career compromise)이란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외재적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직업적 선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Gottfredson, 2005), 현실 

여건으로 인해 이상적인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진로결정을 위해 중요성이 낮은 

가치 요소를 포기하거나 각 가치 요소에 대한 선호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Gati, 

1993). 이 연구에서 진로타협이란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동안 여러 

가지 제한 여건으로 인해 구직을 결정했을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진로타협 요인을 포기하여 성취 가능한 대안을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진로타협 요인은 대졸 신입사원이 일자리와 관련하여 고려하는 

직업의 가치 요소를 의미하며, 대졸 신입사원이 진로타협 과정에서 대안을 수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현재의 직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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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특성 변인

1) 일자리 특성

이 연구에서 일자리 특성은 대졸 신입사원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이후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 특성을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임금, 전공-직무 일치로 구성하였다.

2) 경력몰입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 분야에 애착을 갖고 해당 

직업 분야에서의 경력을 유지 및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가리킨다(Aryee & 

Tan, 1992). 이 연구에서 경력몰입은 대졸 신입사원이 자신의 직업 분야에 애착을 갖고 

해당 직업 분야에서의 경력을 유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Blau(1985, 

1988)가 개발하고 임승옥(2007)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측정도구에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심리 특성 변인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이란 자신의 흥미, 능력, 목표, 가치에 대한 안정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가리킨다(Holland, 1997). 이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자신의 흥미, 능력, 목표,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식했던 정도로, 

Holland, Diager, Power(1980)가 개발하고 김봉환(1997)이 번안하였으며, 

김태선(2003)이 타당화 한 진로정체감 척도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한 

측정도구에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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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균형이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불안 등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황성원, 1998). 이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취업 문제로 인해 위기나 긴장감, 불안 등을 느꼈던 

정도로,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황성원(1998)이 개발하고 강유리(2006)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한 측정도구에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전공 특성 변인

1) 전공만족

전공만족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의 결과를 가리킨다(Cranny, 

Smith, & Stone, 1992). 이 연구에서 전공만족은 대졸 신입사원이 자신의 대학 재학 

당시 전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Lent et al.(2005)이 개발하고 

전예원(2014)이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한 측정도구에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전공에 대한 지지

전공에 대한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일종으로,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타인들로부터 인정, 격려 등의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전예원, 2014). 이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지지는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 재학 

당시 지각했던 자신의 진로 관련 타인의 심리적 지원 수준으로,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한 측정도구에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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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모 특성 변인

1) 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성취 기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 및 직업 관련 성취에 대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갖는 미래지향적이고 주관적인 소망이다(박은희, 2003). 이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 기대는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지각했던 자신의 진로 및 직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 수준으로, 김영은(2014)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한 측정도구에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부모의 경제적 지지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제공하는 지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가리킨다(조민지, 2014). 이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지각했던 

자신의 진로 관련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으로,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모의 

진로지지 척도 중 경제적 지지 척도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한 측정도구에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이 국내 대졸 신입사원이므로 모든 대졸 신입사원을 포괄하여 표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대졸 신입사원의 통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자료 

수집에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목표 모집단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국내 대졸 

신입사원 전체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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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진로타협

가. 진로타협의 개념 및 의의

1) 진로타협의 개념

진로타협(career compromise)이란 개인이 외재적 환경의 압박 속에서 직업적 

선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Gottfredson, 1981), 개인이 직업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포기하는 것을 가리킨다(황매향, 김계현, 2003; Leung & Plake, 1990). 

진로타협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최종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로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이자명, 김계현, 김장회, 2015). 진로타협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표 Ⅱ-1> 참조), 먼저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1951)는 

타협이 외적인 현실 여건에 따라 개인의 내적인 욕구가 희생되는 과정에서 

최적의(optimal) 만족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Crites(1978)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한 영역으로 타협을 논의하였으며, 진로타협을 현실의 

요구와 개인의 욕구 간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지(willingness)로 정의하였다. 또한 

Betz(2008)는 타협에 대해 가치성(desir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제한타협이론을 통해 진로타협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Gottfredson(1981)은 진로 

선택이 제한 과정과 타협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제한 과정에서 개인은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 등의 영역에 기반하여 수용할 수 없는 

직업적 대안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 이후 개인이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적 목표가 

획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개인은 이상적인 직업적 목표를 조정하는 

타협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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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사결정 관점에서 타협을 논의한 Gati(1993)는 개인의 이상적인 진로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지만 성취 가능한 직업적 대안을 수용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제시하였다.  

Gati(1993)는 진로결정이론에 근거하여 타협이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는데, 

첫째, 타협은 직업적 대안의 선택 과정에 포함된 과정이며, 둘째, 타협은 대안의 특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고, 셋째, 타협은 대안이 가진 각 특성의 

수준과 관련하여 최적의 수준 이외에 다른 수준을 고려하는 준비 정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타협의 원인으로서 장벽을 강조하며 진로타협을 정의한 연구자들도 있었는데, Lent, 

Brown과 Hackett(1994)는 현실 장벽을 인식했을 때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타협이라고 

제시하였으며, Creed, Patton, & Bartrum(2004)은 개인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외재적 혹은 내재적 장벽을 인식했을 때 다른 대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협이라고 

주장하였다. Wee(2013) 또한 타협은 내재적 혹은 외재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제시하면서 개인이 초기에 지향하지 않았던 진로 대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협이라고 

보았다.

선행연구 진로타협의 개념
Ginzberg, Ginsburg, Axelrad,

& Herma(1951)
Ÿ청소년기 진로선택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외적 현실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적 욕구가 희생되는 것

Crites(1978)
Ÿ현실의 요구와 개인의 욕구 간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지

Gottfredson(1981) Ÿ외재적 환경의 압박 속에서 직업적 선호를 변화시키는 것

Leung & Plake(1990)
Ÿ선호가 높은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덜 중요한 진로
목표의 특정 요소를 포기하는 것

Gati(1993)
Ÿ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상적인 진로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지만 성취 가능한 직업적 대안을 수용하는 것

Lent, Brown, &
Hackett(1994)

Ÿ현실에 직면하거나 장벽을 인식했을 때 진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

Creed, Patton, &
Bartrum(2004)

Ÿ진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외재적 혹은 내재적 장벽을
인식하여 다른 대안을 수용하는 것

Betz(2008) Ÿ가치성과 접근성 간의 균형을 탐색하는 것

Wee(2013)
Ÿ개인이 내재적 혹은 외재적 장벽 때문에 초기에 지향하지
않았던 대안을 수용하는 것

<표 Ⅱ-1> 진로타협의 개념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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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타협의 개념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진로의사결정, 

장벽, 간극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진로타협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1951)는 직업 선택은 수많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가역적(irreversible) 

과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Ginzberg(1972)는 개인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므로 

직업 선택은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제시하였다. Gati(1993)는 대부분의 진로결정이 

타협을 포함한다고 보았고, Super(1995) 또한 자아개념과 현실 간의 타협이 교과 

선택이나 직업 선택 등 거의 모든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진로타협은 개인이 현실적인 장벽을 인식했을 때 발생하며, 이때 장벽은 

내재적 혹은 외재적 장벽을 모두 포함한다(Creed, Patton, & Bartrum, 2004; Lent, 

Brown, & Hackett, 1994; Wee, 2013). 진로장벽의 수준이 낮을 경우 개인은 

이상적인 진로대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상적인 대안을 

성취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내재적 장벽), 가정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이상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외재적 장벽) 이상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Wee, 2013). 

이와 같은 진로장벽은 진로 선택에 있어 간극(discrepancy)을 유발시키는데, 간극은 

개인의 특성과 가능한 기회(Ginzberg, Ginsburg, Axelrad, & Herma, 1951), 

자아개념과 현실(Super, 1953), 개인 특성과 직업 특성(Holland, 1997) 간의 차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일련의 간극은 곧 개인과 상황 간의 차이로, 개인은 진로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간극 속에서 최적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타협하게 된다.

종합하면, 진로타협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회, 혹은 자아개념과 

현실 간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정으로, 진로장벽과 같은 현실적인 제한 속에서 

개인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수용함으로써 이상적 진로 대안에 대한 내적 욕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욕구와 대안은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 등 

직업적 목표의 속성을 포함하며, 개인은 자신이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직업대안 자체를 포기하거나 

직업대안의 가치 속성에 대한 선호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타협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로타협의 결과는 개인의 진로결정으로 이어지며(Gati, 1993), 특히 노동시장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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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진로결정은 곧 개인이 선택한 직업이나 경력이 된다. 즉, 개인이 선택한 직업은 

곧 개인이 노동시장 이행 시 자신에게 중요한 요소를 지키기 위해 중요성이 낮은 요소에 

대한 선호 수준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며, 진로타협이 직업가치에 대한 선호 수준 

조정에 초점을 둔 과정적 개념이라면 진로결정은 선호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한편, 개인이 진로타협 과정에서 포기한 내용을 

수용하면 원활하게 심리적 적응이 일어나(Gottfredson, 2005) 선택한 경력에 몰입하고 

경력개발의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포기한 대안의 속성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직업 및 일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에는 다른 직업이나 직장으로의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등(오인수 외, 2007), 개인은 새로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서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시 타협을 경험하게 된다.

2)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의 의의

진로타협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특히 중요성을 갖는데,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의 의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은 

다양한 진로장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진로타협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진로대안영역 내에서 진로장벽으로 인해 이상적인 직업포부를 

실현할 수 없을 때 진로타협을 겪게 된다(Creed, Patton, & Bartrum, 2004; 

Gottfredson, 1996; Lent, Brown, & Hackett, 1994). 만약 개인이 이상적 직업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된 많은 행동 경험을 갖고 있고, 최상의 선택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진로장벽의 인식 수준 또한 낮을 경우에는 타협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은 현실적 여건을 

비롯한 진로장벽으로 인해 이상적 직업포부와 현실적 직업포부 내의 간극을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타협하게 된다(Gottfredson, 2005). 이와 같이 

진로타협을 유발하는 진로장벽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장벽을 의미하는 내재적 

장벽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한 외재적 장벽으로 구분되는데(김은영, 

2001),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부족과 같은 내재적 

장벽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나 금전적 어려움 등의 외재적 장벽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영, 2001; 김수현, 2007; 손은령, 2001; Tak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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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은령(2001)은 국내 여자 대학생들이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 부족, 다중 역할 갈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은영(2001)은 국내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과정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 등을 지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Tak과 Lee(2003)는 

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요인이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진로장벽이라고 제시하였다. 김수현(2007)은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심리적 장애요인과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으로 구분하였는데, 

국내 대학생들이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을,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으로 취업기반 부족, 학벌 및 

전공, 나이 및 신체조건, 경비 및 집안사정, 부모 및 주변인을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진로장벽은 

내재적 진로장벽과 외재적 진로장벽으로 구분되며, 국내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부족과 성격적 문제 등을 내재적 진로장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학벌, 취업기반 부족 등을 외재적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재적, 외재적 진로장벽으로 인해 개인은 이상적인 직업적 목표를 포기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진로타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에 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은 직업 선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이에 

따라 진로타협의 결과는 개인의 첫 일자리로서 생애경력설계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진로타협 결과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인 반응은 이후의 경력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Gottfredson(1996)은 진로타협 이후 

심리적 적응(adjustment) 혹은 수용(accommod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이 지향하던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현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곧 개인이 자신의 진로대안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Gottfredson, 1996). 이에 따라 Gottfredson(1996)은 개인이 타협 

과정에서 포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일의 영역, 즉 흥미를 

타협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으나 사회적 지위를 타협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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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이 경험한 진로타협 과정에 따라 

진로타협의 결과에 대한 적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Gottfredson(2002)은 개인이 이상적인 사회적 자아(desired social self)를 타협한 

정도에 따라 선택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진로타협의 결과에 관한 Gottfredson(1996, 2002)의 논의는 목표 진전(goal 

progress)에 대한 평가가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타협으로 인한 진전의 

부재(lack of progress)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Creed & 

Gagliardi, 2015), 특히 진로목표와 같이 중요한 목표에 있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진로타협 결과에 대한 만족을 

저해하게 된다(Carver & Connor-Smith, 2010; Creed & Blume, 2013; Creed & 

Hughes, 2013; Creed & Gagliardi, 2015). 실제로 자신의 현재 직업이 타협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대학 졸업자들은 직무만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신의 현재 경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Hesketh & McLachlan, 1991), 이직의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cansey, 2000). 국내 연구들 역시 타협결과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만족이 개인이 선택한 진로 및 경력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김봉환 외, 2017), 진로타협 수준과 진로만족 수준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경은, 라영안,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결과는 개인이 선택한 직업 및 경력과 그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논의는 입직 전 진로의사결정 이후의 경력개발이나 또 다른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은 국내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중소기업학회(2017)에서 취업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장으로 인식되는 반면 

취업하고 싶은 직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취업준비생들은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중소기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2017)에서 대졸 이상의 취업준비생 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급여 수준(42.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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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27.3%)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준비생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급여 수준(39.8%), 높은 고용안정성(21.5%), 직무의 적정성(14.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한 청년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현재의 직장 

및 직업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직무(19.2%), 전공 일치도(17.8%), 취업 

가능성(11.4%)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실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직업의 

급여 수준, 복리후생 수준, 직무 및 전공 일치도 등의 직업 속성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취업하기 쉽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을 향후 

경력개발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중소기업 취업 의사에 따라 취업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결정 시 적성, 흥미, 경력비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 

등의 직업 속성을 타협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타협 의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진로타협이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서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현재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타협 양상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나. 진로타협 관련 이론

1)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

진로타협이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에 일어나는 과정인 만큼, 진로타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선택 및 

발달에 의사결정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대안 내에서 최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Gati, 1986; Gelatt,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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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sen & Dilley, 1974; Kaldor & Zytowski, 1969). 즉, 진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진로에 대해 수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여러 진로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로선택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의미한다(Harren, 1979). 이는 개인이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조직하고 대안을 고려하는 일련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엄밀히 

말해 결과에 초점을 두는 진로선택(career choice)나 진로결정(career decision)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Phillips & Pazienza, 1988). 진로의사결정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보상은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지위, 명예, 보람, 

봉사, 욕구 충족 등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이정근, 1989).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 규범적(normative) 접근, 

처방적(prescriptive) 접근 등 세 가지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Bell, Raiffa, & 

Tversky, 1988). 기술적 접근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며, 규범적 

접근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처방적 접근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규범적 접근과 

처방적 접근은 진로선택 시 많은 고려 요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모형으로 기대효용 모델(Expected Utility Model), 

결합 모델(Conjunctive Model), 순차적 배제 모델(Sequential Elimination Model)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대효용 모델은 개인이 추구하는 진로대안 중 모든 측면에서 효용성과 

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고 주장하는 모델로,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결정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들을 비교 및 

평가하여 최선의 진로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윤미, 2014).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기대효용 모델을 제안한 Gelatt(1962)는 목표 설정, 정보 수집, 실행 가능한 

대안 탐색, 결과의 바람직성(desirability) 고려, 대안 평가 및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가진 

대안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진로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결합 모델은 Simon(1957)의 만족(Satisficing)의 원리에 바탕을 둔 모델이다(Payne, 

1976). Simon(1957)은 의사결정자가 최소한의 포부 수준을 초과하는 대안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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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대안들을 탐색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Simon(1957)의 논의를 바탕으로, Dawes(1964), Einhorn(1970) 등 결합 

모델을 주장한 연구자들은 개인이 직업 선택 시 만족할만한 대안이 발견될 때까지 

대안들을 탐색하며, 만족도가 낮은 대안을 포기해 나가면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다다르면 

해당 대안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은 진로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 중 최소 수준의 

단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그 진로대안은 탐색하지 않고 

과감하게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합 모델에서 강조되는 것은 진로대안 중 어떤 

것이 개인에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해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진로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차적 배제 모델은 Gati(1986)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Tversky(1972)의 배제 

모델(Elimination by Aspects Model)을 바탕으로 한다. 배제 모델은 의사결정자가 

먼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중요한 고려 대상을 진로대안에 

적용하여 충족시키지 못하는 진로대안을 체계적으로 배제시켜나가는 모형이다. 배제 

모델의 핵심은 직업을 다면적으로 파악하여 그 직업에 대해 신체적 능력, 직업적 제약 

조건, 직업 관련 가치 및 일의 영역 등 모든 영역을 고려하여 적정선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 모델을 순차적 배제 모델로 발전시킨 Gati(1986)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과 그 중요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 

진로대안이 개인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로의사결정자에게 직업 선택 시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하거나, 진로선택 상황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말해보게 한다. 둘째, 

진로의사결정자에게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진로대안이 무엇인지 상상해보게 하고 해당 

직업의 특성을 기술하게 한다. 셋째, 진로의사결정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로 및 

직업대안의 구조를 스스로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게 한다. Gati(1986)는 이러한 

과정이 정리될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그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고 

배제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Gati(1993)는 진로의사결정 이론적 관점에서 대안 간 타협(compromise between 

occupational alternatives), 대안 간 비교 시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에 기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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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compromise in relative importance of aspects), 각 속성 내의 선호 수준에 

기반 한 타협(compromise in within-aspect preferences) 등 세 가지 타협 상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대안 간 타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대안 수준에서 

일어나는 타협으로, 개인의 이상적인 직업 이미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Gati, 1993). Gati(1993)는 대안 간 타협 상황에서 

외재적 혹은 내재적 장벽으로 인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자신이 

성취 가능한 대안 중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과 가까운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에 기반 한 타협과 속성 내의 선호 수준에 기반 한 타협은 

직업적 대안의 직업 속성 수준에서 일어나는 타협이다(Gati, 1993). Gati(1993)는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첫째, 특정 속성이 다른 속성들보다 중요한 정도에 대한 평가와 

둘째, 해당 속성의 수준에 따른 선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일어나며, 이에 따라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에 기반 한 타협과 속성 내 선호 수준에 기반 한 타협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에 기반 한 타협은 정보 처리 및 활용 자원의 

한계로 인해 의사결정자 개인이 모든 직업 속성들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타협이다(Gati, 1993). 이러한 타협 상황에서 개인은 두 번의 타협을 겪게 되는데, 먼저 

다양한 직업 속성들 중 자신이 배제할 속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인 타협을 

경험하며, 이후 자신이 고려하는 직업 속성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속성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차적인 타협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속성 내의 선호 수준에 기반 

한 타협은 특정 속성에 대해 각 대안이 갖고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속성에 대한 

개인의 이상적인 수준에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는 타협을 가리킨다(Gati, 1993). 이때, 

개인은 각 속성에 대해 자신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며, 이러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범위는 각 속성에 대해 개인이 타협할 수 있는 범위를 반영한다(Gati, 1993).

Gati(1993)는 대안 자체가 다른 대안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지배적인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안 간 타협보다는 대안의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과 각 

속성 내의 선호 수준에 기반 한 타협이 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Gati(1993)는 각 

대안이 갖고 있는 속성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협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A와 B라는 직업적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이라는 속성에서는 A가 B 보다 우세하지만 내재적 가치 측면의 속성에서는 B가 A 

보다 우세한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ati(1993)는 개인이 속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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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중요성에 기반 한 타협을 먼저 수행하여 대안을 배제시킨 후, 남은 대안에 대해 

속성 내 선호 수준에 기반 한 타협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즉, 어떤 개인이 흥미보다 

지위가 중요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적 대안 중 자신이 희망하는 지위 

수준과 유사한 대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타협하며, 유사한 지위 수준을 갖는 남은 

대안들 중에서는 지위 수준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타협한다(Gati, 1993). 

Gati(1993)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로대안의 선택은 개인의 타협에 대한 

평가와 개인이 타협의 결과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 때문에 

진로타협은 진로의사결정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Gati(1993)는 진로타협에 있어 중요한 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중요한 타인들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의 타협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ati(1993)는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 세 

가지 타협 수준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중요한 타인은 직업적 

대안 간 타협에 있어서는 ‘교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에 기반 한 타협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각 속성의 선호 수준에 기반 한 타협에 있어서는 ‘2년제 대학 

뿐 아니라 4년제 대학을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ti(1993)는 중요한 타인의 선호가 진로의사결정자의 

선호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진로의사결정자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타협과 동시에 

중요한 타인의 선호와 개인의 선호 간 타협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며 진로타협에 있어 

중요한 타인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Blau, Gustad, Jessor, Parnes와 Wilcock(1956)은 직업선택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서 개인이 직업 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타협을 경험한다고 제시하면서, 개인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타협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개인은 직업대안이 

제공하는 보상의 가치와 각 대안에 대한 자신의 기회를 평가하여 특정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은 기대되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적인 선호와 

현실적인 기대 사이에서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의 

기대되는 보상이 낮을 경우 개인은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되므로, 개인의 실제 선택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Blau et al., 1956). Blau et al.(1956)은 기회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 선택이 제한되고 개인은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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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와 경험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선호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장 진입 시점까지 타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2) 진로발달이론 관점

진로타협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진로이론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주로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Patton & McMahon, 

2014). 먼저 처음으로 직업 선택을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한 Ginzberg(1972)는 자신의 

초기 이론에서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과정(process), 비가역성(irreversibility), 

타협(compromise)을 제시하였다. Ginzberg(1972)의 초기 이론에서 과정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일어나는 진로의사결정을 의미하며, 직업의 선택은 평생직업의 

관점에서 비가역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Ginzberg(1972)는 직업의 선택이 흥미, 적성, 

직업 세계의 현실성 등 일련의 요인 간 타협의 결과라고 보았는데, 이는 개인이 최적의 

적합(optimal fit)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후 Ginzberg(1984)는 직업 

선택을 전 생애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으로 재정의하면서 개인은 일을 통해 만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타협보다는 최적화(optimisation)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Ginzberg(1984)의 이론이 진로선택과 관련된 타협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Super(1990)는 생애주기이론의 14가지 가정(propositions)을 

제시하며 개인과 사회 요인, 자아개념과 현실 간의 통합 및 타협 과정은 역할 수행과 

피드백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Super(1990)는 자신의 이론에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자아(self)가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 곧 자아개념의 실행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ung(2008)은 특정 문화권에서는 진로의사결정을 단순히 자아개념의 실행 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가정적(familial) 맥락 속에서 수용 가능한 답을 찾기 위한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편, Savickas(2005)는 Super(1990)의 이론을 

발달시킨 진로구성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진로구성이론은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직업적 

행동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여 진로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Savickas(2002, 

2005)의 이론은 16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들은 개인적 

구성주의(personal constructivism) 및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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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맥락주의적(contextualist) 관점을 반영한다. Savickas(2005)는 진로구성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일 역할(work roles) 속에서 직업적 자아개념을 발달 및 실행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자아개념은 유전적인 적성과 신체적 성장, 다양한 역할의 관찰 및 

수행 기회, 그리고 역할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때, 일 역할 내 직업적 자아개념의 실행은 개인과 사회 요인 간의 통합과 타협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Super(1990)의 타협에 관한 논의를 보다 사회적, 맥락적인 

시각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발달이론 관점에서 진로타협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Gottfredson(1981)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Gottfredson(1981)은 사람들이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에 대해 포부를 형성한다고 보고, 진로의사결정이론의 배제 모델을 

활용하여 직업포부 형성 과정을 제한(circumscription)과 타협(compromise)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제한 과정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적 대안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타협 과정은 제한과정을 통해 선택된 선호하는 직업적 대안 중에서 

현실적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직업적 대안을 포기하는 과정이다(Gottfredson, 

2002). 제한타협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Gottfredson(1981) 제한타협이론과 직업포부

자료: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p. 547

먼저, 개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방법들의 총체로서 자신의 성유형,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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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가치 등을 포함한 자아개념(self-concept)과, 직업 종사자들의 성유형, 지위 수준, 

일의 분야 등 특정 직업에 대한 전형적인 표상인 직업이미지(occupational images)를 

형성한다. 그 후 개인은 자신과 직업 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의 일환으로 

직업선호(occupational preferences)에 관한 인지지도를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미래에 되고 싶은 이미지에 맞는 직업과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평가하여 자아개념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높게 평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제외한다. 선호 직업의 형성 후에는 직업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식(perceived 

accessibility of an occupation)이 일어난다. 이는 자아개념과 직업이미지에 맞는 

직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와, 그 직업을 얻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장벽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접근성은 현실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회나 장벽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직업선호와 접근성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의 범위인 진로대안영역(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을 설정한다([그림 Ⅱ-2] 참조). 진로대안영역 설정 시 개인은 

먼저 자신의 성유형에 적합한 직업과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인식하고, 적합하지 않은 

직업은 성유형 경계선 밖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직업목록에서 제외시킨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직업들을 제외시키고(지위 

경계선 설정),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여(노력 경계선 설정) 직업포부를 제한하고 진로대안영역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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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직업포부 제한과 진로대안영역(남성)
자료: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p. 557

Gottfredson(1981)은 직업포부 발달에 있어 자아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제거하는 과정인 제한이 자아개념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자아개념의 발달단계는 ① 크기와 힘 지향(orientation to 

size and power, 3~5세), ② 성역할 지향(orientation to sex roles, 6~8세), ③ 

사회적 가치 지향(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 9~13세), ④ 내면과 고유 자아 

지향(orientation to internal, unique self, 14세 이상)으로 구성된다(<표 Ⅱ-2> 참조). 

먼저, 크기와 힘 지향 단계에서 아동들은 직업을 갖는 것을 성인의 역할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이 시기는 직업에 대해 안정되고 일관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다. 성역할 

지향 단계는 성역할과 관련된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단계로써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직업들을 선호하게 되며,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들이 주로 근무하는 

직업들에 대해 선호를 보인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자신의 진로대안에서 제거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지향 단계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단계로, 사회적 지위, 능력 등을 통한 자아개념이 발달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지위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제거한다. 마지막 단계인 

내면과 고유자아 지향 단계는 심리적 자아개념 형성의 단계로, 개인의 흥미, 가치관, 

성격 등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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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크기와 힘 지향
(orientation to
size and power)

2. 성역할 지향
(orientation to
sex roles)

3. 사회적가치지향
(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

4.내면·고유자아지향
(orientation to
internal, unique self)

나이 3~5세 6~8세 9~13세 14세 이상

사고과정(단계)
직관적인
(intuitive)

구체적인
(concrete)

덜 구체적인
(less concrete)

추상적인
(abstract)

사물, 사람,
직업 분류 능력

대상 연속성을
획득하지 못함

단순한 분류 2요인 분류 복잡한 분류

자아개념 지각
고려 요소

작은 것 대
큰 것

성별
사회적 계층과
지적 능력

개인의 흥미,
가치, 능력

직업적 지각 및
선호 고려 요소

성인의 역할로
직업을 인식

성역할 유형 지위수준 일의 분야

자료: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pp. 545-579.

<표 Ⅱ-2> Gottfredson(1981) 제한타협이론의 자아개념 발달단계

Gottfredson(1981)은 제한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대안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선호하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불가능한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이 과정을 타협과정이라고 보았다. 개인이 스스로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제한이라면, 타협은 포기를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Gottfredson, 2005). Gottfredson(2005)은 매력적인 

대안의 상대적인 장점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 직업 선택이며, 최소한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선정해야 하는 경우 선택은 타협의 문제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Gottfredson(2005)은 개인이 타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단절된 탐색과 제한된 지식 때문이다. 어떤 직업과 훈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당 직업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거나 정보를 얻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정보가 빠르게 만료(outdated)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만 정보를 찾거나, 결정이 필요할 때만 정보를 찾거나, 가족 

및 친구 등 자신이 이미 알고 신뢰하는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찾는 등 탐색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탐색 비용의 절감은 개인이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를 

제한시키게 되며, 이는 직업의 접근가능성이나 수용가능성에 대한 지식의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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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개인이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된다. 둘째, 행동의 부족 역시 개인이 

타협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대안의 학습과 확장은 개인이 정보에 대한 수동적 

소비자(passive consumers)가 아니라 적극적 탐구자(active seekers)일 때 일어나며, 

개인이 특정 직업에 관한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해당 직업의 접근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기회가 

적거나 경쟁우위에서 밀리게 되며 대안이 제한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개인은 충분히 좋거나(good enough) 너무 나쁘지 않은(not too bad) 것을 선택하려는 

성향 때문에 타협한다. 개인의 진로결정에 있어 개인과 직업 간의 매칭은 최상의(best) 

매칭이 아닌 좋은(good) 매칭만으로도 충분하며, 최상의 매칭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좋은 매칭이 보다 결정하기 쉽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Gottfredson(1996)은 타협과정에 관한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자아개념에 대응되는 직업조건인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는 상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타협요인 간에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발달한 자아개념에 대응되는 성유형을 나중에 발달한 자아개념에 대응되는 

흥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타협과정에 있어 성유형과 일치하는 직업은 

끝까지 지키려 하는 반면,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은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람들이 타협 시 최상(best)의 선택을 추구하기 보다는 최선(good)의 선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최상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과다한 정보와 시간을 투자하게 하므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추구한다. 세 번째 원칙은 사람들이 가능한 선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직업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때 회피는 더 많은 

직업대안의 탐색, 불만스러운 선택의 유지, 혹은 결정의 유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원칙은 타협에 대한 수용(accommodating to compromise)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은 직업의 영역, 사회적 지위, 성유형 순으로 심리적으로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Gottfredson, 1996). 이와 관련하여 Gottfredson(2002)은 개인이 

이상적인 사회적 자아(desired social self)를 타협한 정도에 따라 직업의 전반적인 

만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Gottfredson(1981)은 초기의 제한타협이론에서 성유형을 타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발표된 수정된 제한타협이론(Gottfredson, 

1996)에서는 진로타협과정에서 성유형, 지위, 흥미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타협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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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Ⅱ-3] 참조). 수정된 제한타협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낮은 수준의 타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흥미(a), 사회적 지위(b), 성유형(c)의 

순서로 중요하게 고려하며, 중간 수준의 타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위(d), 

흥미(e), 성유형(f)의 순서로, 높은 수준의 타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성유형(g), 

사회적 지위(h), 흥미(i)의 순서로 중요하게 고려한다(Gottfredson, 1996). 여기서 타협 

상황의 낮은 정도, 중간 정도, 높은 정도은 대안의 수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Gottfredson(1996)은 수용 가능한 대안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낮은 타협 

상황으로, 수용할 수 없는 대안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높은 타협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정된 제한타협이론에서의 논의는 타협과정이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진로를 선택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홍월, 김은하, 2009).

[그림 Ⅱ-3] 진로타협 정도에 따른 진로타협 요인 고려 수준

자료: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p. 199

한편, Lent, Brown과 Hackett(1994)는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을 통해 개인의 진로선택과 교육 및 직업적 성취에 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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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시켰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흥미, 능력 그리고 기타 관련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기존 진로발달 이론과 달리 전 생애 관점에서 진로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쇠퇴시키는 이론적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Lent,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 성과 기대, 개인적 목표 등의 사회인지 

변인을 강조하는데,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 

및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간다(Hackett & Lent, 1992). 성과 기대는 특정한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결과에 대한 신념이며, 자기효능감과 유사하게 다양한 학습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 개인적 목표는 특정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결정을 의미하는데,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 감독, 유지할 수 있다. Lent, Brown과 Heckett(1994)는 사회인지 

변인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사회인지 변인들이 흥미, 진로선택, 

진로성과 등 일련의 진로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그림 Ⅱ-4] 참조). 

[그림 Ⅱ-4] 진로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맥락, 경험 요인

자료: Lent, Brown, &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p. 93.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인 흥미와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및 성과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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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행동,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성취는 다시 자기효능감과 성과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인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반복된다(Lent & Brown, 1996). Lent, Brown과 Hackett(1994)는 적성과 가치가 

흥미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효능감과 성과 기대로부터 매개된다고 

보았다. 특히 성과 기대 속에서 직업 가치는 특정 직업 조건이나 보상에 대한 선호와 

특정 직업을 획득할 것이라는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발달에 있어 성별, 인종, 유전적 자질,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 

및 맥락 변인을 강조하였는데, 개인 및 맥락 변인은 자기효능감과 성과 기대를 통해 

흥미, 진로선택, 진로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때 맥락적 

요소들의 영향은 원위(distal)와 근위(proximal)로 구분되는데, 원위는 스킬 개발 기회, 

성역할 사회화 과정 등 사회적 인지나 흥미 형성에 대한 맥락적 요소의 영향을 

가리키며, 근위는 특정 선택에 대한 감정적·재정적 지원, 사회구조적 장벽 등 주요 선택 

시점에서의 맥락적 요소의 영향을 의미한다(Lent & Brown, 1996). Lent, Brown과 

Hackett(2000)는 이러한 맥락적 요소들이 진로선택에 장벽(barriers)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정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Gottfredson(1996)이 제한타협이론에서 개인은 현실적인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타협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진로타협 관련 이론의 종합 및 비교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과 진로발달이론 관점에서의 진로타협 관련 이론을 종합 및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3> 참조). 먼저, 순차적 배제 모델로 대표되는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에서는 진로타협을 논의함에 있어 직업 선택을 위한 타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직업 선택 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타협 상황에 대해 대안 간 

타협, 직업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에 따른 타협, 직업 속성 내 선호 수준에 따른 타협 등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Gati, 1993). 이 중 특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상황은 직업 

속성 간, 그리고 직업 속성 내에서 타협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Gati(1993)는 

진로의사결정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직업 선택을 위해 타협해야 할 경우 대안 간 

타협하는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제한타협이론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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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달이론 관점에서는 진로타협에 대해 특정 진로결정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 전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다(Gottfredson, 

1981). 개인은 자아개념의 발달에 따라 직업 이미지를 발달시키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현실성과 접근성을 인식하면서 직업포부를 제한하고 타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Gottfredson, 1981). 즉,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이 직업 결정 시점에서의 타협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진로발달이론 관점에서는 타협을 개인의 전체 진로발달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분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 진로발달이론 관점
주요 이론/모델 Ÿ순차적 배제 모델 Ÿ제한타협이론
주요 연구자 ŸGati(1986, 1993) ŸGottfredson(1981, 1996, 2002, 2005)

특징

Ÿ직업 선택을 위한 타협에 초점
Ÿ진로타협의 세 가지 상황(대안 간
타협, 직업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
타협, 직업 속성 내 선호 수준
타협) 제시

Ÿ진로발달 중 직업포부 형성 과정을
제한과 타협으로 설명

Ÿ자아개념과 연계되는 직업의
속성인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를 타협요인으로 제시

Ÿ타협의 원인, 원칙, 개인차 등
진로타협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논의

한계

Ÿ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진로타협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진로타협 요인에 관한
논의 부족

Ÿ타협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타협요인 내에서의
타협 수준 논의에 한계

Ÿ시대적 변화 및 문화권 차이
등으로 인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 설명에 한계

진로타협 초점 Ÿ진로타협 상황 Ÿ진로타협 요인

<표 Ⅱ-3> 진로타협 관련 이론의 종합 및 비교

이와 같은 관점별 진로타협 논의의 차이는 진로타협에 관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이 

진로타협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진로발달이론 관점은 진로타협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로타협을 논의함에 있어 각각의 관점은 서로 다른 

한계점을 갖는데,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은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최종적인 직업 선택 

단계에서 나타나는 타협 상황은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로타협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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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진로타협 관련 이론 중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한타협이론의 경우,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 등 

타협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한 가지 타협요인 내에서의 선호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에서의 논의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문화권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장회, 김계현, 2010). 특히 Pryor와 Taylor(1986)는 

개인이 특정 시점에 하나의 타협요인을 포기한다는 Gottfredson(1981)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유형, 지위, 흥미가 상호 독립적이고 구분되는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Holland 흥미유형 I에 해당하는 직업의 경우 

낮은 수준의 지위를 가진 직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ryor와 

Taylor(1986)는 개인의 타협 과정을 탐색함에 있어 타협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각 타협요인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aylor와 Pryor(1985)는 개인의 대학생들의 

타협 과정을 조사한 연구에서 개인은 자신의 흥미 영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타협하거나, 동일한 흥미 영역 내에서 지위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하거나, 타협 

자체를 거부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에 다시 도전한다고 보고하면서 타협요인 

내에서의 타협 수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한타협이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상의 진로의사결정이론 관점, 진로발달이론 관점을 종합하여 진로타협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타협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가치 발달이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개인의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진로장벽 등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겪게 되는 과정이다. 개인은 직업적 대안 중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타협 요인의 수준과 성취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특정한 직업적 

대안이나 직업의 속성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진로타협은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 중요도, 직업적 대안이 개인의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각 대안이 수용 가능한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 31 -

다. 진로타협 요인

Gottfredson(1981)은 제한타협이론에서 진로타협 시 개인이 직업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성유형(sex-type), 사회적 지위(prestige), 흥미(interest)의 타협요인들을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진로타협 연구들은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세 가지 진로타협 요인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성유형, 지위, 흥미를 모두 살펴보거나(김선희, 2006; 

김장회, 김계현, 2010; 류지은, 정진철, 2016; 박관성, 2008; 이기학, 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Hesketh, Durant, & Pryor, 1990), 성유형과 

지위(Leung & Plake, 1990), 지위와 흥미(Holt, 1989; 강재연, 2009; 고지영, 2005) 

등 두 가지 타협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에는 세 가지 타협요인 

외에 다른 타협요인을 바탕으로 진로타협에 접근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직무특성이나 근무환경 등 개인이 직업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경은, 라영안, 2015; 이성욱, 2013; Creed & 

Blume, 2013; Creed & Gagliardi,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진로타협 요인과 더불어 새로운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Gottfredson(1981)의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진로타협 요인을 정의하거나 측정하기 위해 각 타협요인의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성유형의 경우 직업의 남성 혹은 여성 종사자 

비율이나 사회적으로 특정 성별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등을 병행하기 위한 일-가정 균형 가능성이 세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김선희, 

2006; 김장회, 김계현, 2010; 류지은, 정진철, 2016; 박관성, 2008; 이기학, 조미랑, 

2003; 이성욱, 201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Hesketh, Durant, & Pryor, 

1990; Leung & Plake, 1990), 지위의 경우 직업의 지위가 사회적 인정, 보수, 

교육수준, 권위를 통합한 개념이라는 Blishen, Carroll과 Moore(1987)의 견해와 같이 

임금, 교육수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사회적 인정 및 명예 등의 주관적 지표가 

세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강재연, 2009; 고지영, 2005; 김경은, 라영안, 2015; 김선희, 

2006; 김장회, 김계현, 2010; 류지은, 정진철, 2016; 박관성, 2008; 이기학, 조미랑, 

2003; 이성욱, 201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Creed & Blume, 2013; 



- 32 -

Creed & Gagliardi, 2015; Hesketh, Durant, & Pryor, 1990; Holt, 1989; Leung & 

Plake, 1990). 흥미의 경우 어떤 일에 대한 관심, 즐거움, 열정 등 본래 사전적 의미의 

흥미(김경은, 라영안, 2015; 김선희, 2006; 김장회, 김계현, 2010; 류지은, 정진철, 

2016; 박관성, 2008; 이기학, 조미랑, 2003; 이성욱, 201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Creed & Gagliardi, 2015; Hesketh, Durant, & Pryor, 1990) 뿐 아니라 어떤 

일에 알맞은 능력, 소질, 성격을 의미하는 적성까지 함께 포함하여 ‘흥미·적성’을 

타협요인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재연, 2009; 고지영, 2005; 

김선희, 2006; 이성욱, 2013; Creed & Blume, 2013). 특히 대학생의 직업 선택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흥미의 세부지표로 전공 분야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및 전공 지식의 활용 가능성 등을 통해 흥미를 측정하기도 한다(강재연, 

2009; 고지영, 2005; 이성욱, 2013; Holt, 1989).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타협요인 외에 새로운 타협요인들을 활용한 연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직업가치에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크게 

직무가치와 근무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Creed와 Blume(2013), 

Creed와 Gagliardi(2015)는 직무특성에 대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타협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자율성, 원만한 대인관계, 신체적 안전, 직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타협요인으로 활용한 바 있다. 국내 대학생들이 실제 직업 선택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타협요인을 도출한 이성욱(2013)의 연구에서는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지위 및 흥미에 관한 요소들 뿐 아니라 전문성 향상, 

대인관계, 신체적 안전, 고용 안정성에 관한 요소들이 타협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김경은과 라영안(2015)의 연구에서는 지위, 흥미와 함께 자율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관한 내용들이 가치라는 타협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에 논의되어 온 진로타협 요인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4> 참조). 전반적으로 진로타협 요인은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성유형, 지위, 흥미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최근 성유형, 지위, 흥미 외의 다양한 

직업적 가치에 관한 타협요인들이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위와 흥미는 주요 

타협요인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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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성유형
종사자 비율 ● ● ● ● ● ● ●

사회적성유형인식 ● ● ●
일-가정 균형 ● ● ●

지위
임금 ● ● ● ● ● ● ● ● ● ● ● ●
교육수준 ● ● ● ● ● ● ● ● ●

사회적 인정/명예 ● ● ● ● ● ● ● ● ●

흥미·
적성

흥미 ● ● ● ● ● ● ● ● ● ●
전공 분야 ● ● ● ●
적성 ● ● ● ● ●

직무
가치

자율성 ● ● ●
전문성 향상 ●
사회적 중요성 ● ●

근무
환경

대인관계 ● ●
신체적 안전 ● ●
고용 안정성 ●

1: Holt(1989)
2: Hesketh, Durant, & Pryor(1990)
3: Leung & Plake(1990)
4: Blanchard & Lichtenberg(2003)
5: 이기학, 조미랑(2003)
6: 고지영(2005)
7: 김선희(2006)
8: 박관성(2008)
9: 강재연(2009)
10: 김장회, 김계현(2010)
11: 류지은, 정진철(2016)
12: Creed & Blume(2013)
13: Creed & Gagliardi(2015)
14: 이성욱(2013)
15: 김경은, 라영안(2015)

<표 Ⅱ-4> 진로타협 요인 관련 선행연구 종합

한편, 개인은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모델(role model)이 

생기고 삶의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과정을 겪는다(정규진, 2016). 그러나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타협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강재연, 2009; 김은희, 

김봉환, 2010; 김장회, 2012; 김장회, 김계현, 2010; 류지은, 정진철, 2017), 

진로타협을 경험한 대졸 신입사원들 역시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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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강은영, 2011).

성유형과 사회적 지위 간 우선순위의 경우, 개인이 흥미, 사회적 지위, 성유형 순으로 

타협한다는 Gottfredson(1981)의 주장과 달리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있는 국내 

대학생들은 성유형을 가장 먼저 타협하거나 혹은 타협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의 타협요인 간 선호를 비교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의 타협순서가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 순서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강재연, 

2009; 고정훈, 2010; 김은희, 김봉환, 2010; 김장회, 2012; 김장회, 김계현, 2010; 

김현석, 2011; 류지은, 정진철, 2016; 박관성, 김지현, 2009).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성유형보다 사회적 지위를 먼저 타협하는 양상과 대조되는 

것으로(김은선, 2012; 이자명, 김계현, 김장회, 2015),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직업이 갖는 성유형 특성보다는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금 등의 현실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타협요인을 조사한 

이성욱(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타협 시 연봉, 급여, 상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타협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환경과 흥미적성 역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타협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진로타협 요인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개인이 

고려하는 타협요인으로는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성유형, 지위, 흥미 뿐 아니라 

직무특성 및 근무환경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흥미의 경우 개인의 흥미와 

특정 직업의 흥미 특성 간의 일치 뿐 아니라 개인의 소질, 성격, 능력 등을 의미하는 

적성을 포함하여 흥미·적성을 하나의 타협요인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위와 흥미를 주된 타협요인으로 고려하며, 성유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은 직업 대안의 일의 영역이 자신의 

흥미 및 적성과 일치하는지, 해당 직업 대안의 금전적 보상이 충분한지, 해당 직업 

대안의 직무 환경은 어떠한지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타협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 진로타협의 측정

진로타협의 측정은 측정 내용에 따라 타협순서에 대한 측정과 타협수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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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타협순서에 대한 측정은 주로 Gottfredson(1981)이 

제한타협이론에서 제시한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 등 타협요인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타협 순서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진로타협의 수준에 대한 측정은 개인의 현재 진로결정에 대해 과거에 어느 

정도로 타협했는지, 혹은 앞으로의 진로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로 타협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거나, 이상적인 진로대안의 특성과 현실적인 진로대안의 

특성을 측정한 후 둘 간의 간극을 타협수준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측정 방식 및 도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타협 순서의 측정

개인의 진로타협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측정은 강제직업선택방식(forced-choice 

format), 가상적 직업조건 선택(fuzzy graphic rating scale), 컴퓨터 활용 

직업조건선택(policy capturing procedure), 카드분류, 컴퓨터 활용 직업분류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졌다(장보인, 2003). 이러한 측정 방식의 공통점은 첫째, 

타협요인의 비교를 통해 개인이 타협하고 싶지 않은 요인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과 

둘째, 가상의 상황을 통해 미래의 타협을 예상한다는 점인데, 국내 연구에서는 특히 

강제직업선택방식과 가상적 직업조건 선택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김은희, 2010).

강제직업선택방식은 두 개 직업으로 구성된 직업쌍이 제시되고 응답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강제직업선택방식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Leung과 Plake(1990)의 

직업선택딜레마척도(Occupational Choice Dilemma Inventory; OCDI)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조미랑(2003), 박관성(2008), 김장회와 김계현(2010) 등이 

강제직업선택방식을 활용하여 타협순서를 측정한 바 있다. 강제직업선택방식의 경우 

직업쌍을 제시하기 위한 직업 풀(pools)의 구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직업의 흥미 

정보, 사회적 지위 정보, 성유형 정보를 바탕으로 직업을 분류하여 직업 풀을 구성한다. 

직업 풀을 구성 시 직업의 흥미 정보는 Holland의 6개 흥미 영역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 정보의 경우 Stevens와 Cho(1985)의 사회경제적 지표 점수나 각 

직업의 교육수준 및 임금수준이 활용되고 있다. 직업의 성유형 정보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주로 활용되는데, Leung과 Plake(1990)는 남성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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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기반의 남성우세지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강제직업선택방식은 응답자가 제시된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서 

실제 진로의사결정 상황과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Holt, 1989), 제시되는 직업의 

요인별 점수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김은희, 2010).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는 가상적 직업조건 선택 방식은 가상적인 직업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써 직업명을 제시하는 강제직업선택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가상적 

직업조건 선택 방식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Hesketh, Durant와 Pryor(1990), 

김선희(2006)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Hesketh, Durant와 Pryor(1990)는 

타협요인에 대한 직관적인 문장형 검사를 개발, 의미분별척도법을 적용시켜 개발한 

퍼지도식등급 검사도구를 통해 타협요인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Hesketh, Durant와 

Pryor(1990)의 척도는 ‘중간정도의 지위를 가진 직업에 관심이 있다’ 등 직관적 

문장으로 3가지 수준의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를 표현하고 있다. 김선희(2006)는 

Hesketh, Durant와 Pryor(1990)의 척도를 응용하여 도구를 개발했는데, ‘지위가 

높은 직업’과 같이 각 타협요인의 조건을 직관적인 문장으로 기술하여 직업조건 문항을 

제직하였다. 김선희(2006)의 척도는 이후 가상적 직업조건 선택 방식을 활용한 국내 

연구에 영향을 주었으며, 김은희, 김봉환(2010), 류지은, 정진철(2016) 등은 

김선희(2006)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타협요인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2) 진로타협 수준의 측정

진로타협 순서의 측정은 개인의 각 타협 요인별 선호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개인의 

진로타협 순서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개인의 타협수준이나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김경은, 라영안, 2015). 이에 따라 

개인의 진로타협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타협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진로타협의 수준에 대한 측정은 이상적 진로대안과 현실적 

진로대안 자체 혹은 각 대안의 특성을 측정한 후 연구자가 변환(coding)하여 활용하는 

방식과 타협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개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측정 방식이 

있다. 진로대안 및 대안의 특성을 측정한 후 연구자가 변환하는 방식은 Carr(1997)와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는데, Carr(1997)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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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과거 직업포부와 현재 직업성취 간의 지위 차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위의 

타협수준을 측정하였다. 황매향(2002)은 대학 원서를 작성할 당시 가장 진학하기를 

원했던 대학 및 학과와 실제 원서를 제출했던 모든 대학, 학과 및 합격여부, 그리고 

기록한 대학 및 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모두 응답하게 

하였으며, 희망 대학 및 학과와 재학 대학 및 학과의 차이로 타협수준을 측정하였다. 

이기학, 조미랑(2003)이나 김선희(2006)의 측정도구와 같이 진로타협의 순서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타협의 수준을 측정한 연구도 있었는데, 

김경하(2012)는 이기학, 조미랑(2003)의 측정도구를, 고정훈(2010), 신아름(2012)은 

김선희(2006)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타협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업명이나 가상적 직업조건에 대한 쌍대비교 시 응답자가 선택한 결과에 일정 수준의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특정 타협요인에 대한 선호도 점수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진로타협 수준의 측정에 있어 보다 활발히 활용된 방식은 자기보고식 측정 방식이다. 

먼저 Tsaousides와 Jome(2008)는 일련의 직업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각 직업에 대해 

원하는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으며, 타협 과정을 거쳐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업의 특성을 Likert식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를 개인의 타협 수준으로 보았다. 

Creed와 Blume(2013), Creed와 Gagliardi(2015)는 현실적인 진로대안이 이상적인 

진로대안과 비교해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s) 측면에서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타협 수준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직무특성을 활용하여 타협을 측정하는 것은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목표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에서 단일한 평정을 활용함으로서 발생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ojewski, 2005). 이에 따라 Creed와 Blume(2013)은 Warr(2008)의 

직무특성모델을 활용하여 Likert식 6점 척도로 진로타협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Creed와 

Gagliardi(2015)는 Hackman과 Oldham(1976)의 직무특성모델을 활용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진로타협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 연구들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김경은, 라영안(2015)은 Creed와 Gagliardi(2015)의 척도를 바탕으로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된 대학생 진로타협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신의 진로를 타협하려는 의지를 중심으로 진로타협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Wee(2013)는 타협의지(willingness to compromise)를 강조하며 각 개인이 

다양한 진로 관련 결정을 해석하고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 보이는 차이로 타협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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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였다. Wee(2013)는 개인의 의사결정성향이 타협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Diab, Gillespie와 Highhouse(2008)의 극대화 성향 척도(maximizing tendency 

scale)를 문항 개발에 활용하였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개인의 타협의지를 

측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고지영(2005)이 청년실업자의 진로타협 요인을 분석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고지영(2005)은 진로타협 측정도구를 직업 명성 

하향, 전공 적성 유보, 노동시장 진입 연기 등 3개 요인으로 구성하고 각각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고지영(2005)의 도구는 이후 강재연(2009)이 

Likert식 7점 척도로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강재연(2009)은 고지영(2005)이 제시한 

3개 요인 중 직업 명성 하향과 전공 적성 유보만을 활용하고 이를 각각 지위타협과 

흥미타협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강재연(2009)의 진로타협 수준 측정도구는 이후 

박혜연(2012), 신상인(2015)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진로타협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5> 참조). 타협순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의 경우, 주로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 등의 타협요인을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타협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타협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의 경우, 성유형을 제외한 지위, 흥미와 함께 

직업가치나 직무특성들이 타협요인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앞으로의 타협 상황 뿐 아니라 

개인이 이미 경험한 타협 상황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방식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상적 진로대안과 현실적 진로대안 각각의 특성을 측정한 

뒤 연구자가 두 대안 간의 특성 점수 차이를 타협수준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개인이 

인식하는 타협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주로 Likert식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타협수준을 측정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39 -

구분 측정 목적 측정 대상 측정 방식
타협요인 측정 내용

성유형
사회적
지위

흥미 기타
타협
결과

타협
의도

Hesketh, Durant,
& Pryor(1990)

타협순서 성인 가상 직업조건 선택 ● ● ● ●

Leung & Plake(1990) 타협순서 대학생 강제직업선택 ● ● ●

이기학, 조미랑(2003)
타협순서
(타협수준)

고등학생 강제직업선택 ● ● ● ●

김선희(2006)
타협순서
(타협수준)

대학생 가상 직업조건 선택 ● ● ● ●

박관성(2008) 타협순서 대학생 강제직업선택 ● ● ● ●

김장회, 김계현(2010) 타협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강제직업선택 ● ● ● ●

Carr(1997) 타협수준 성인 직업 특성 변환 ● ●
황매향(2002) 타협수준 대학생 학교/전공 특성 변환 ● ● ●
고지영(2005) 타협수준 성인 Likert식 척도(5점) ● ● ●1) ●

Tsaousides & Jome(2008) 타협수준 대학생 Likert식 척도(7점) ●2) ●
강재연(2009) 타협수준 대학생 Likert식 척도(7점) ● ● ●

Creed & Blume(2013) 타협수준 대학생 Likert식 척도(6점) ●3) ●

Wee(2013) 타협수준
대학생 및
성인

Likert식 척도(5점) ●

Creed & Gagliardi(2015) 타협수준 대학생 Likert식 척도(5점) ● ● ●4) ●
김경은, 라영안(2015) 타협수준 대학생 Likert식 척도(7점) ● ● ●5) ●

주1) 노동시장 진입 연기
주2) 진로 계획 실현 가능성, 목표 성취, 전문성 발현, 직업 지속성
주3) 직무특성(통제 기회, 기술 사용, 목표의 외재성, 다양성, 환경적 명확성, 금전적 효용, 신체 안전, 대인관계, 사회적 위치)
주4) 직무특성(의미, 책임감 수준,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주5) 가치

<표 Ⅱ-5> 진로타협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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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타협 유형

가. 진로타협 유형 관련 선행연구

개인의 직업 선택을 위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은 타협요인에 대한 

주관적인 중요성에 따라 개인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로타협 관련 연구들은 질적연구를 통해 개인의 진로타협 경험을 탐구하거나, 유형화와 

같은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을 

보인다. 진로타협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유형화를 통해 유사한 타협 양상을 보이는 

개인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의 비교를 통해 타협의 양상을 논의하고자 

시도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국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미래의 타협상황을 

가정한 연구와 개인의 과거 타협 경험에 기반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타협상황을 가정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 시 타협 양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먼저, 강재연(2009)은 대학생들의 진로타협과 진로 관련 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시 타협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지위타협 

수준과 흥미타협 수준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때 지위타협 수준은 직업 선택 시 

학력, 보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하며, 

흥미타협은 직업 선택 시 적성, 소질, 흥미와 같은 내적인 요소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강재연(2009)은 중앙치분리법을 통해 지위타협 수준과 흥미타협 수준을 

상·하로 구분한 후, 응답자의 응답값을 기반으로 ① 전체타협 유형(지위타협과 

흥미타협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 ② 지위타협 유형(지위타협 수준이 높고 흥미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 ③ 흥미타협 유형(흥미타협 수준이 높고 지위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 ④ 무타협 유형(지위타협과 흥미타협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의 4가지 타협 

유형을 도출하였다. 유형화 결과 전체타협 유형, 무타협 유형, 흥미타협 유형, 지위타협 

유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무타협 유형에 비해 다른 유형들의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2011)은 체육·스포츠 전공 대학생이 진로타협 상황에서 어떠한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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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시 타협상황을 가정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강재연(2009)의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지위타협 수준과 흥미타협 

수준을 유형화하였다. 김현석(2011)의 연구에서도 전체타협 유형, 무타협 유형, 

흥미타협 유형, 지위타협 유형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의 경우 전체타협 및 

흥미타협 유형이, 여학생들의 경우 지위타협 및 무타협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년이 전체타협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고, 저학년의 경우 지위, 흥미, 무타협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아름(2012)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타협 요인에 따라 진로타협을 

유형화하였다. 신아름(2012)은 성유형, 지위, 흥미·적성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쌍대비교를 통해 각 진로타협 요인별 선호도를 산출한 후 해당 점수를 투입하여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① 사회적 지위 추구 유형, ② 흥미·적성 추구 유형, ③ 

성유형 추구 유형 등 3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중 흥미·적성 추구 유형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성취동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흥미·적성 추구 유형이 성유형 

추구 유형보다 전반적인 성취동기 수준이 높았고, 특히 자신감과 모험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타협 유형별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흥미·적성 추구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합리적,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고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김은선(2012)은 신아름(2012)과 동일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직업 선택 

시 진로타협 유형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김은선(2012)의 연구에서도 ① 사회적 

지위 추구 유형, ② 흥미·적성 추구 유형, ③ 성유형 추구 유형 등 3개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흥미·적성 추구 유형의 사례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김은선(2012)은 

진로타협 유형과 학년, 성별, 성적, 진로장벽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흥미·적성 추구 유형이, 여학생의 경우 성유형 추구 유형이 많았고,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지위를,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성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류지은, 정진철(2016)은 4년제 이공계 여대생의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기반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류지은, 정진철(2016)은 성유형, 지위, 흥미에 

대한 선호도를 쌍대비교를 통해 측정하여 유형화에 활용하였는데, 성유형을 여성종사자 

비율과 일-가정 균형 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지위를 수입과 학력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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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사자 비율 선호 수준, 일-가정 균형 가능성 선호 수준, 수입 선호 수준, 학력 

선호 수준, 흥미 선호 수준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유형화 결과 ① 지위기반 

흥미지향형, ② 수입지향형, ③ 일-가정균형기반 흥미지향형, ④ 일-가정균형지향형 등 

4개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수입지향형과 일-가정균형기반 흥미지향형이 많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과거 타협 경험에 기반하여 진로타협을 유형화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의 진학 시 타협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황매향(2002)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황매향(2002)은 대학생들의 대학 및 학과 

선택 시의 진로타협 경험을 기반으로 타협을 유형화하였다. 황매향(2002)은 대학 지원 

단계 및 최종 결정 단계에서의 타협 과정에 대한 예비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가, 흥미 측면에서 적성일치도가 중요한 대학 진학 시 진로타협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후,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일치도 타협 수준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황매향(2002)은 응답자의 희망 대학 및 학과와 재학 대학 및 

학과 간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일치도 차이를 각각의 타협 수준으로 보았는데,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는 각각 ‘대학명성 순위표’와 ‘학과인기도 순위표’에 나타난 

순위로, 적성일치도는 응답자가 인식하는 소질, 흥미, 적성의 일치도로 측정되었다.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 진로타협 유형은 ① 무타협 유형(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일치도를 모두 타협하지 않은 유형), ② 대학명성 추구 유형(대학명성의 타협 

수준이 낮고 학과인기도와 적성일치도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 ③ 학과인기도 추구 

유형(학과인기도의 타협 수준이 낮고 대학명성과 적성일치도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 

④ 적성 추구 유형(적성일치도의 타협 수준이 낮고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 ⑤ 적성 타협 유형(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의 타협 수준이 낮고 

적성일치도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 ⑥ 학과인기도 타협 유형(대학명성과 

적성일치도의 타협 수준이 낮고 학과인기도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 ⑦ 대학명성 

타협 유형(학과인기도와 적성일치도의 타협 수준이 낮고 대학명성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 ⑧ 전체타협 유형(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일치도의 타협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어느 쪽도 타협하지 않은 무타협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타협을 경험한 유형 중에서는 대학명성 타협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매향(2002)은 도출된 유형을 바탕으로 각 타협 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학과만족도의 경우 무타협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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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타협 유형이 다른 집단보다 높고, 대학명성 타협 유형, 적성 추구 유형, 전체 타협 

유형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적성 타협 유형이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타협한 유형이 대학명성이나 학과인기도를 

타협한 유형보다 진로변경의사가 높았다.

장광원(2012)은 황매향(2002)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학 시 진로타협 

경험을 유형화하였는데,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 무타협 유형과 대학명성 타협 유형이 

많게 나타난 것과 달리 장광원(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명성 타협 유형, 전체타협 유형, 

적성추구 유형, 무타협 유형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장광원(2012)은 대학명성 

타협, 전체타협, 적성추구, 무타협 유형을 중심으로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전체타협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영(2014) 역시 황매향(2002)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임수영(2014)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진학 시 타협 경험을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임수영(2014)의 연구에서는 황매향(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무타협 

유형과 대학명성 타협 유형, 전체타협 유형, 대학명성 추구 유형이 많게 나타났으며, 4개 

유형을 중심으로 유형별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와 성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타협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학과만족도가 높고 진로변경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영(2014)은 대학명성을 추구한 학생들을 학과인기도 타협 여부와 

흥미·적성 타협 여부로 구분하여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학과인기도나 흥미·적성을 타협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이 낮고, 진로변경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근, 이지원, 이기학(2015)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대학 진학 시 

타협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타협을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대학선호도와 학과선호도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대학생들이 진학 전 선호한 대학 및 학과와 실제 진학한 

대학 및 학과를 상호 비교하여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김지근 외(2015)는 개인이 

1순위로 선호한 대학 및 학과로 진학한 경우 ‘대학 선호’, ‘학과 선호’라고 

명명하고, 3순위 이하로 선호한 대학 및 학과로 진학한 경우에는 ‘대학 타협’, ‘학과 

타협’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① 대학선호-학과선호, ② 대학타협-학과선호, ③ 

대학선호-학과타협, ④ 대학타협-학과타협의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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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대학생활적응 및 학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학과에 진학한 

유형이 학과를 타협한 유형보다 대학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학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추구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의 명성 등을 추구한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에 보다 원활히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진로타협 유형 관련 선행연구의 종합 및 비교

이상의 진로타협 유형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6> 참조). 

진로타협을 유형화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미래의 

타협상황을 가정한 연구와 개인의 과거 타협 경험에 기반한 연구로 구분된다. 미래의 

타협상황을 가정한 연구의 경우 직업 선택 시의 타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타협 경험에 기반한 연구는 대학 진학 시의 타협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Gottfrdson(1981)의 타협요인 중 지위와 흥미·적성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타협요인 내에서 세부요인 수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류지은, 정진철(2016)은 직업 선택 시의 

타협을 유형화함에 있어 지위 측면의 타협요인을 수입과 학력으로 구분하였으며, 

황매향(2002), 장광원(2012), 임수영(2014)은 대학 및 학과 선택 시의 타협을 

유형화하기 위해 지위 측면 타협요인을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진로타협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각 타협요인에 대한 선호 수준, 혹은 타협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3개에서 8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타협 시기 및 요인에 

상관없이 흥미나 적성을 타협하지 않는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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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타협 시기 진로타협 요인 진로타협 유형
강재연(2009),
김현석(2011)

대학생 직업 선택
Ÿ지위
Ÿ흥미

①전체타협
②지위타협

③흥미타협
④무타협

신아름(2012) 대학생 직업 선택
Ÿ성유형
Ÿ지위
Ÿ흥미·적성

①사회적 지위 추구
②흥미·적성 추구
③성유형 추구

김은선(2012) 고등학생 직업 선택
Ÿ성유형
Ÿ지위
Ÿ흥미·적성

①사회적 지위 추구
②흥미·적성 추구
③성유형 추구

류지은,
정진철(2016)

대학생 직업 선택

Ÿ여성종사자 비율
Ÿ일-가정균형가능성
Ÿ수입
Ÿ학력
Ÿ흥미

①지위기반 흥미지향형
②수입지향형
③일-가정균형기반 흥미지향형
④일-가정균형지향형

황매향(2002),
장광원(2012),
임수영(2014)

대학생
대학·학과
선택

Ÿ대학명성
Ÿ학과인기도
Ÿ적성일치도

①무타협
②대학명성 추구
③학과인기도 추구
④적성 추구

⑤적성 타협
⑥학과인기도 타협
⑦대학명성 타협
⑧전체타협

김지근 외
(2015)

대학생
대학·학과
선택

Ÿ대학선호도
Ÿ학과선호도

①대학선호-학과선호
②대학타협-학과선호

③대학선호-학과타협
④대학타협-학과타협

<표 Ⅱ-6> 진로타협 유형 관련 선행연구 종합

한편,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 시기에서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어떤 진로타협 요인을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점이다. 

진로타협 요인은 유형화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진로타협 유형화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론적 토대 하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실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에 근거하여 진로타협 요인을 

선정한 경향을 보이는데, 강재연(2009)과 김현석(2011)은 지위와 흥미를 토대로 

유형화하였으며, 신아름(2012)과 류지은, 정진철(2016)은 성유형, 지위, 흥미를 토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타협 요인의 선정은 이론을 실제 현상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대학생들이 성유형을 진로타협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이성욱, 2013), 대학생의 직업 선택에 있어 직무특성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다는 점(Creed & Blume, 2013)을 고려했을 때, 성유형, 지위, 흥미의 

세 가지 타협요인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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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로타협 요인을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진로타협 요인을 어느 수준까지 

세분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다. 황매향(2002)은 대학·학과 선택 시기에서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함에 있어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를 구분하였는데, 두 가지 요인 모두 

지위 측면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타협 상황에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위, 흥미 등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사이에서 타협요인 간 경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외재적 가치 혹은 내재적 가치 내의 세부요인 사이에서도 타협요인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부요인 간의 경쟁은 류지은, 

정진철(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4년제 이공계 여대생들은 성유형의 

세부요인 중 일-가정 균형 가능성은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여성종사자 비율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지위의 세부요인 중 수입은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학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진로타협을 유형화함에 있어 단순히 지위를 

진로타협 요인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수입, 학력과 같은 세부요인 수준에서 진로타협 

요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로타협 유형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진로타협 유형은 크게 ‘추구형’과 

‘타협형’으로 구분된다. 추구형은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추구하려 했는지를 나타내며, 타협형은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요인을 

포기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협형은 사실상 

‘포기형’이라는 명명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진로타협은 선호가 높은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진로 목표의 특정 요소를 포기하는 

개념(Leung & Plake, 1990)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의 진로타협 유형 연구들은 

추구와 타협 중 한 가지 표현만을 사용하여 유형을 명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는 

특정 진로타협 요인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인을 포기하지 않고, 특정 진로타협 

요인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인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매우 당연해 보이지만, 개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선호 수준을 조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Gati(1993)의 논의를 

고려했을 때 항상 참인 가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Gati(1993)의 관점에서 이러한 

가정이 참이기 위해서는 진로의사결정이 외부의 영향 없이 온전히 개인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Lent, Brown과 Hackett(1994)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진로결정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맥락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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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타협 상황에서 자신이 선호하고 추구하던 진로타협 요인을 포기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진로타협을 유형화함에 있어 각 진로타협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타협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진로타협 요인을 

포기했는가와 함께 자신에게 중요했던 요인을 포기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유형과 결과 변인

개인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진로타협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이 취업할 일자리를 

결정하게 된다. 즉, 개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일련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물이자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 결과는 노동시장 성과로서 논의되는데,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와 같은 종사상 지위, 임금, 전공-직무 일치와 같은 일자리 

특성이나(박은하, 2011; Allen & van der Velden, 2001; Lin, Ensel, & Vaughn, 

1981; Sewell & Hauser, 1975), 일자리 혹은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직무만족, 일자리만족, 경력몰입 등의 질적 지표를 통해 분석된다(김진모, 전영욱, 

류지은, 김영흥, 정지용, 2018; 이상호, 2006). 특히 진로타협은 개인의 이후 경력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Creed & Gagliardi, 2015; Hesketh & McLachlan, 

1991), 이를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결과 변인으로 일자리 

특성과 함께 경력에 관한 태도 측면에서 경력몰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자리 특성

1) 기업규모

개인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기업규모는 중요한 일자리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이재은, 2015),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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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청년희망재단, 2017;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의 지위 수준이 높은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임금, 사회적 인정, 고용 안정성 등 직업의 외재적 가치 관련 

요인을 타협한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준비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경력에 대한 비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이를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 

신입사원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흥미·적성 관련 요인의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많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규직 여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고용형태와 연관되는 개념인 종사상 지위의 일환으로, 

종사상 지위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회적 

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상대적 평가 및 서열을 의미한다(김영인, 박영재, 2006). 

일반적으로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고용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고려되는데, 

비정규직은 계약직 혹은 임시·일용직과 같이 고용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일자리로서 기업의 복리후생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다(문혜진, 2012). 이를 고려했을 때 개인이 어떤 

타협요인을 타협하는가에 따라 정규직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규직일 

경우 지위 관련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임금

임금은 일반적으로 경력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 49 -

활용되며(문혜진, 2012), 직업의 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Blau & Duncan, 1967). 임금은 개인이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서 얻게 되는 

보상으로, 특정 직업에 요구되는 학력 수준과 함께 직업 위세 점수나 직업 지위 점수를 

산출하는 데 핵심적인 변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유홍준, 김월화, 2006). 진로타협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임금은 직업 지위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활용되어 왔다(Blanchard & Lichtenberg, 2003; Holt, 1989; Leung & Plake, 

1990). 임금은 기업규모나 종사상 지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최지원, 

2015), 임금 수준이 높은 직업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임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어떤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높은가에 따라 임금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지위 관련 요인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의 경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4) 전공-직무 일치

전공-직무 일치는 개인의 전공 분야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조예나, 2016), 개인의 생산성, 임금, 직무태도, 직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력 특성으로서 논의되어 왔다(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 전공-직무 일치는 개인과 직무 간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이며(Edward, 1991), 이때 전공은 개인이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동시에(Sattinger, 1993) 개인의 흥미를 반영하는 

지표로 논의되기도 한다(Holt, 1989). 특히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는 사람들은 대학 전공 

선택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최영순, 2008), 이는 곧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흥미와 적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개인의 진로타협 수준에 따라 전공-직무 일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흥미, 적성 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의 전공-직무 일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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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몰입

1) 경력몰입의 개념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은 개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에 애착을 갖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Aryee & Tan, 1992; Bishop & 

Solomon, 1989; Blau, 1985). 경력몰입은 애착에서 출발하여 유지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달해 왔는데, 경력몰입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내적인 동기 

부여를 강조하였으며, 자신의 직업이나 고용상태에 대한 태도 및 애착에 초점을 

두었다(이상진, 2011). 대표적으로 Hall(1971)은 경력몰입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Blau(1985)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로 정의하면서 모든 직종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제시하였다. 이후 Aryee와 Tan(1992)은 경력몰입의 개념을 유지 의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는데, 이들은 경력몰입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과 지속적으로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심리적 상태, 경력 목표 

추구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arson과 Bedeian(1994)은 경력몰입이 경력정체감(career identity), 

경력계획(career planing), 경력탄력성(career resilience)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경력정체감을 자신과 직업분야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경력계획을 경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경력탄력성을 경력개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경력몰입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과 지속적으로 해당 직업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유지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경력몰입은 전문직몰입(professional commitment), 직업몰입(occupational 

commitment)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몰입은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며, 모든 직업분야에서의 애착과 유지 의지를 

포함하는 경력몰입과는 차이가 있다(Hall, 1976). 직업몰입의 경우 단편적인 직업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경력몰입과 차이가 있으며, 직업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경험과 가치 및 태도 등을 강조한다(Shim & Rohrbaugh, 2011). 경력몰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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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몰입이나 조직몰입과도 구분되는 개념으로, 직무몰입이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기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이기은, 2000), 경력몰입은 여러 직무와 

관련될 수 있고 보다 장기적이며, 직업분야 전체에 대해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정동열, 2014). 또한 조직몰입이 제도적인 몰입이나 제도의 

목표에 대한 몰입이라면, 경력몰입은 개인의 내부에서 형성된 목표와 관련된 몰입을 

의미한다(Colarelli &  Bishop, 1990). 즉, 직무몰입이나 조직몰입이 특정 시점에 

개인에게 부여된 직무 및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몰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 경력몰입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주관적으로 직업에 대해 축적해 

온 인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경력몰입의 측정

대표적인 경력몰입의 측정도구로는 Blau(1985), Colarelli & Bishop(1990), Carson 

& Bedian(1994)의 도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력몰입 측정도구들은 개념 

정의와 하위 영역 구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및 활용되었는데, 먼저 Blau(1985)는 

경력몰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8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Blau(1985)의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계를 개인의 경력몰입 수준으로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다.

Colarelli와 Bishop(1990)은 개인의 경력목표 개발, 애착, 동일시, 관여 등으로 

경력몰입을 정의하였으며, 기존의 조직몰입 측정도구에서 조직에 관한 표현을 경력으로 

대체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경력몰입 측정도구를 문항 수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개발하였는데, 문항 수가 많은 유형(long form)의 경우 Porter, Steers, 

Mowday와 Boulian(1974)의 조직몰입 측정도구 14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문항 수가 적은 유형(short form)의 경우 Alutto, Hrebiniak와 

Alonso(1970)의 조직몰입 측정도구 4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Colarelli와 

Bishop(1990)의 경력몰입 측정도구는 문항 수가 많은 유형의 경우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된 반면, 문항 수가 적은 유형의 경우 3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Carson과 Bedeian(1994)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던 Blau(1985)의 경력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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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비판하며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그들은 Blau(1985)의 도구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경력정체성과 경력탄력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Carson과 Bedeian(1994)은 먼저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해 

경력몰입에 관한 87개의 문항을 추출한 후 이들 문항을 하위 요인별로 재배치하였으며, 

요인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36개의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경력정체성 4문항, 경력계획 4문항, 

경력탄력성 4문항 등 총 3개 하위 영역에 대한 12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Carson과 Bedeian(1994)의 경력몰입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응답 값의 평균이 높을수록 경력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동열(2014)은 Aryee와 Tan(1992)의 경력몰입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초기경력자 

대상의 경력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정동열(2014)은 먼저 경력몰입을 경력 애착과 

유지 의지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경력 애착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생각하는 마음으로, 유지 의지는 

현재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에 관심을 가지고 계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동열(2014)의 경력몰입 측정도구는 경력 애착 9문항, 유지 의지 5문항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3) 진로타협과 경력몰입

개인의 실제 진로타협 수준이 이후의 경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Gottfredson(1996)은 진로타협 후 결정한 진로에 대한 

심리적 적응 및 수용을 강조하며 이론적으로 진로타협이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도 목표 진전에 대한 평가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고 있으며(Lent, Brown, & Hackett, 1994), 

이에 따라 진로목표로의 진전을 저해하는 타협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Creed & Gagliardi, 2015). 

실증연구에서도 현재의 직업이 타협 결과라고 인식하는 대학 졸업자들의 직무만족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Hesketh & McLachlan, 1991), 이직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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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cansey, 2000). 또한 진로타협이 행복감, 고용가능성, 

진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은, 라영안, 2015; Creed & 

Blume, 2013; Creed & Gagliardi, 2015; Creed & Hughes, 2013; Tsaousides & 

Jome, 2008)들을 고려했을 때, 진로타협 수준은 개인의 경력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경력몰입이 개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인 흥미·적성 관련 요인의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경력몰입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유형과 선행 변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결정은 개인의 고정적 특성과 심리적 태도, 

주변 환경의 맥락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타협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 가정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Chen, 2004; Gati, 1993; Gottfredson, 2005). 특히 대학생의 경우 전공과 

부모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기능하며, 진로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개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임은미, 2011).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 심리 특성 변인, 전공 특성 변인, 부모 특성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 성별

성별은 많은 연구들에서 진로타협과 관련된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다(강은영, 2011). 

진로타협 관련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의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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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지위 요소를 타협하지 않으려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업과 자신의 흥미나 

적성의 일치 여부 등을 타협하지 않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장회, 김계현, 

2010; 박관성, 김지현, 2009; 이기학, 조미랑, 2003; 이자명 외, 2015; Leung & 

Plake, 1990; Taylor & Pryor, 1985). 이는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역할은 사회가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Block, 1973), 개인은 자신의 성별과 부합하는 성역할을 추구해 나가면서 

성격이나 태도, 선호경향,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경쟁, 유능감, 

주도력, 야망성 등의 남성성을 습득하게 되며 여성은 친교성, 상냥함, 양육성 등의 

여성성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정희, 2005). 이는 Gottfredson(1981)이 

제한타협이론에서 논의한 자아개념 발달단계와도 연관되는데,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별에 맞는 성역할에 대한 자아개념이 발달하며, 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성역할을 고려하여 진로대안영역을 구성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각 성별에 대해 요구되는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여지고 내면화 되며, 이는 개인의 진로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은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여성은 직업의 흥미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Gottfredson, 2002). 이를 고려했을 때 남성과 여성 간에 타협요인별 타협 

수준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 등 지위 관련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여성의 경우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등 흥미 관련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많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전공계열

전공계열은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타협 관련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흥미 타협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olt(1989)의 공학 전공 대학생과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 지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연(2009)은 예체능계열 대학생이 공학계열과 상경계열 대학생에 비해 지위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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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흥미타협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 대학생에 비해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명확하고(고향자, 

1993)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박안숙, 김혜경, 2016)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성욱(2013)의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이 흥미 및 적성을 가장 

중요한 타협요인으로 고려하는 반면 이공계열 대학생은 금전적 보상을 가장 중요한 

타협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욱(2013)의 연구에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흥미 및 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반면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는 낮았는데, 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적성과 흥미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공계열 학생은 전공 일치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주무현, 강민정, 박세정, 

2008)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에 

비해 상당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해당 전문성이 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1). 이를 고려했을 때,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타협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공계열은 

지위 관련 요인 및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인문·사회계열은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예체능계열은 지위와 

흥미 관련 요인 모두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많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학 설립 유형

대학의 설립 유형은 대표적인 구조적 특성으로 전반적인 대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지은, 2017). 대학의 설립 유형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설립 유형에 따라 대학의 진로 지원 방식과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공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출신의 고졸자를 많이 수용하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장수명, 2010). 진미석, 정혜령, 

이수영(2010)의 대학의 진로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공립은 직업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취업특강을 중심으로 학교 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의 경우 취업 준비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 상담, 취업 전산망을 중심으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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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는 

재학생의 취업 및 진로특성과 연계되는데, 변수연(2013)은 대학 졸업예정자의 학습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보다 활발하게 

학습 경험과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지은(2017)은 대학생 진로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 평균 진로역량 수준이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진로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수준이 높으며(이지민, 

2015),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타협 상황에서 지위보다 흥미를 타협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재연, 2009; 고정훈, 2010)를 고려했을 때, 

사립대학 학생의 경우 국·공립대학 학생에 비해 직업의 지위 요인보다는 흥미 요인을 

타협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국·공립대학 졸업자의 평균 

임금은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허균, 2016), 이는 

국·공립대학 졸업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립대학의 경우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국·공립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4) 대학 소재지

대학 소재지는 대학 설립 유형과 함께 대학의 교육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교 인지도가 낮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학생의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삼, 2010; 오호영, 2007; 진미석, 2013). 이는 수도권 대학생과 비수도권 

대학생 간 진로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수도권 대학생의 경우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자기이해도와 전공 및 직업이해도가 낮고(박선화, 2016), 

비수도권 대학의 대학생 평균 진로역량 수준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정지은, 2017), 진로효능감 수준 역시 비수도권 대학생이 수도권 대학생보다 

낮은 등(이종한, 홍아정, 2012), 전반적으로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에 있어 수도권 

대학생들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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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포부가 형성되기 

어렵고(Gottfredson, 1981), 진로에 관한 효능감이 낮은 경우 지위와 흥미 모두에 대한 

타협 수준이 높으며(강재연, 2009), 특히 흥미를 타협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고정훈, 2010; 김화영, 2003)를 고려했을 때, 비수도권 대학생은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미 관련 요인의 타협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 

대학생과 비수도권 대학생은 취업 희망기업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수도권 대학생의 

경우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대학생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현진, 2017).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됨을 고려했을 때(이재은, 

2015), 비수도권 대학생은 수도권 대학생보다 직업의 지위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희망하는 수준 자체가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타협 수준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학 

소재지에 따라 개인의 진로타협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수도권 대학 출신의 경우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등 흥미 관련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의 지위 관련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심리 특성 변인

1) 진로정체감

가) 진로정체감의 개념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이란 자신의 직업적 흥미나 능력, 목표, 가치에 대한 

안정적이고 명확한 인식으로(Holland, 1997), Erikson(1956)의 자아정체감을 직업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을 시작으로 발전되어 왔다. Erikson(1956)의 자아정체감 

개념을 고려했을 때,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직업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적이고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진로 관련 자아상의 형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이형국, 

2007). 즉,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을 명확히 이해 및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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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진로발달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토대가 된다(김보경, 2017). 

진로정체감이 자아정체감에서 출발한 개념인 만큼,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Tiedeman과 O'Hara(1963)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곧 진로발달이라고 보았으며, 자신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Erickson(1968)은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진로정체감의 형성을 제시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여러 정체감의 발달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대학생의 가장 중요한 진로과업 중 하나이며(김은정, 2015),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수준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을 때 

성취된다(Porfeli, Lee, Vondracek, & Weigold, 2013). 

나) 진로정체감의 측정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도구로는 먼저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하고 김봉환(1997)이 번안한 진로정체감 검사(Vocational 

Identity Scale)를 살펴볼 수 있는데, Holland, Daiger와 Power(1980)의 원 도구는 

적정한 수준의 구인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Holland, Johnston, & Asama, 1993). 진로정체감 검사는 진로발달 및 성숙 

수준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태선(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검토가 이루어졌다. 

진로정체감 측정 시 활용되는 또 다른 도구로는 Melgosa(1987)가 개발하고 

장지선(2003)이 번안한 직업정체감 척도(Occupational Identity Scale)가 있다. 

직업정체감 척도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을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폐쇄(foreclosure), 혼미(diffusion)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진로정체감과 진로타협

개인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직업에 대해 자신의 목표나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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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해 명료하고 안정된 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징은 

모호성(ambiguity) 속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높은 관련을 갖는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이에 따라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표로 하는 직업의 수가 적고,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는 반면, 진로정체감이 낮은 사람은 발산적인 직업 목표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김태선, 2003).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아 진로발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유혜림, 2015; 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Graef, Wells, Hyland & Muchinsky, 1985), 이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된 진로 관련 자아상을 구축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선행요소임을 의미하며(이형국, 2007), 개인은 자신의 진로정체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한다(김미주, 2011). 실제로 타협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은 경우 흥미, 적성 등 내적 자아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강재연(2009)의 연구에서 직업 선택 시 자신의 흥미, 

적성, 전공을 추구하기 위해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을 타협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직업의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기 위해 흥미, 적성, 전공을 타협할 의사가 있는 

집단보다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훈(2010)의 연구에서도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타협 요인 중 흥미 선호 수준이 높고, 지위에 대한 

선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발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며, 이에 따라 진로타협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취업스트레스

가) 취업스트레스의 개념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개인이 어떤 상황 하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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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임을 지각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Lazarus, 1993). 

스트레스에 관한 논의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취업스트레스는 개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즉,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나 긴장감, 불안 등을 느끼는 상태로(황성원, 1998), 

미취업이라는 상황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일환이다(임새랑, 2017). 

취업스트레스는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강유리, 2006), 자신감 부족과 

같은 성격 문제와 관련된 성격 스트레스, 가족 부양책임 등의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점 

및 실력 부족 등의 학업문제와 관련된 학습 스트레스, 학교 수준 및 지도교수의 관심 

부족 등의 학교환경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취업불안 스트레스가 있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주요 발달 과업이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신명희 외, 2017),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책임을 갖고 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권미주, 201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자신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대학생활 시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마주하게 된다(권미주, 2015). 즉,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당면하게 

되는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이에 대한 적응과 대처가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이미숙, 2011).

나) 취업스트레스의 측정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는 황성원(1998)이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 지표(Cornell Medical Index; CMI)를 참고하여 제작한 도구를 

살펴볼 수 있다. 황성원(1998)의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학업 스트레스, 성격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개 문항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다. 

한편,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황성원(1998)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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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리(2006)의 도구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유리(2006)는 황성원(1998)이 

제시한 네 가지 하위요인에 더불어 취업불안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도구를 보완하였으며, 

기존 72개 문항을 22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수정하였다.

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타협

일반적으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김정아, 2014; 이지연, 

2010), 학년이 높을수록(황성원, 1998), 공업계열보다 인문계열일 경우(김혜정, 2004)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취업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에 초점을 둔 

취업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소용준, 박준성, 2016). 

취업스트레스나 취업불안은 지각된 진로장벽이나 낮은 수준의 취업가능성으로 인해 

나타나는데(김미경, 2008; 김홍석, 2012), 개인의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진로성숙도가 낮고(강유리, 2006), 성급한 진로선택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한 

취업처로 취업하게 되어 잦은 경력이동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유은정, 2004). 또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흥미 타협 및 사회적 지위 타협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점을 

고려했을 때(라영안, 김원호, 김경은, 2017; 송영주, 손재환, 2017; Creed & Gagliardi, 

2015), 취업스트레스는 개인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저해하고 지위나 흥미의 타협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취업스트레스는 임금, 사회적 인정 등 외재적 직업가치와 

정적 상관을 가지며, 외재적 직업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흥미, 적성 등 내재적 

직업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치성, 2012; 이연옥, 최보영, 2017).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타협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 등 직업의 지위 요인을 추구하기 위해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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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 특성 변인

1) 전공만족

가) 전공만족의 개념

전공만족은 개인이 소속된 전공에 대해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하혜숙, 2000),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 관계에 대한 만족, 전공 관련 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 따른 만족, 개인이 지각하는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학교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된다(하혜숙, 2000). 전공만족은 학교생활만족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생활만족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인 

데 반해(김미경, 2001)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의 결과이다(Cranny, 

Smith, & Stone, 1992). 즉, 학교생활만족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평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전공만족은 소속된 전공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나) 전공만족의 측정

전공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먼저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도구는 국내에서 나동진과 

송재홍(1985)에 의해 처음 번안되었으며, 하혜숙(2000)에 의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되었다. 하혜숙(2000)은 기존 도구에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을 

하위요인으로 추가하여 교과만족, 학교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7개 문항의 전공만족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전공에서의 학업생활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도구도 있는데, Lent et al.(2005)은 

전공과 관련된 학업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 바 있다. Lent et 

al.(2005)의 도구는 단일요인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의 교육 분위기, 

교육과정 일반, 학업생활, 지적 자극, 교과에 대한 열정, 전공수업을 통한 지식의 양 

각각에 대해 개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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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만족과 진로타협

전공만족은 개인의 진로결정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데,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진로결정불안과 진로미결정을 높게 인식하여 원활한 진로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Nauta, 2007),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관한 가치를 이해하고 

해당 전공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혜민, 

2017; 조준오, 송주연, 2011; Holland, 1997). 즉, 개인의 전공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전공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일치한다고 느낄수록 전공만족 수준이 높아짐을 고려했을 때(임수영, 

2014), 전공에 만족하여 전공 관련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개인의 흥미 및 

적성과 일치하는 분야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Lent, Brown과 Hackett(1994)의 사회인지진로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학 

진학 당시 자신의 흥미, 적성과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개인의 학습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직업 선택 과정에서도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직업 선택 시 직업의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의 

흥미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를 흥미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상훈, 2008). 이를 

고려했을 때 전공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전공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전공에 대한 지지

가) 전공에 대한 지지의 개념

전공에 대한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일종으로,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학업 및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타인들로부터 인정이나 격려와 같은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전예원, 2014). 즉, 전공에 대한 지지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중 개인의 전공 분야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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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측면의 개념으로 이해되는데(Shumaker & Brownell, 1984), 사회적 지지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개념이 제시될 정도로 맥락과 내용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Gottlieb, 1983). 사회적 지지는 제공되는 

지지의 내용과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 뿐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지지를 지각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Thoits, 1982). 이를 고려했을 때, 전공에 대한 

지지는 개인이 교수, 선·후배, 친구 및 동기들로부터 전공 분야 관련 학업생활과 

진로계획 수립에 대해 받는 심리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전공에 대한 지지의 측정

사회적 지지가 맥락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갖는 만큼,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역시 대표적인 하나의 도구가 활용되기 보다는 연구의 대상, 목적, 방법에 

따라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공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서는 Lent et 

al.(2005)이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도구는 단일요인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nt et 

al.(2005)의 도구는 ‘지금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존경하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 Lent et al.(2013)은 해당 

도구를 7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 전공에 대한 지지와 진로타협

모델링이나 격려, 피드백 등의 긍정적인 환경 요인은 개인의 목표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Lent & Brown, 2008), 개인이 인식하는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 개인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Lent et al., 2013). 즉, 개인이 전공에 대한 

지지를 높게 인식했을수록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진로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전공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특히 교수와 친구 등 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현주, 남영희, 천의영, 2012; 이수희, 정갑연, 장용운, 2016).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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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타협 시 지위 관련 요인보다 흥미 관련 요인을 추구함을 

고려했을 때(오상훈, 2008),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은 전공에 

만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진로타협 상황에서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라. 부모 특성 변인

1) 부모의 성취 기대

가) 부모의 성취 기대의 개념

부모의 성취 기대는 자녀가 신체, 인지, 사회 발달 등의 영역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에 대해 부모가 갖는 소망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갖는 미래지향적이고 

주관적인 소망이다(박은희, 2003). 기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Higgins(1992)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이나 타인에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보았으며, Goodnow(1985)와 Hess, Kashiwagi, Azuma, Price와 

Dickson(1980)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치나 의견, 태도,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Entwisle와 Hayduk(1978)는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대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개인의 가치 및 의견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부모의 성취 기대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 성취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나) 부모의 성취 기대의 측정

일반적으로 부모기대는 경험적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경향을 

보인다(정정란, 2006). 이는 부모가 갖는 기대를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그 

측정 역시 달라지기 때문인데, 일례로 박은희(2003)는 어머니의 자녀기대감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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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연구에서 신체적 역량기대, 인지적 역량기대, 사회적 역량기대로 구분하여 

부모의 기대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부모의 성취 기대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로는 

김영은(2014)의 부모기대 도구를 살펴볼 수 있다. 김영은(2014)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의 ‘진로기대’ 및 ‘직업기대’ 도구를 기반으로 성공지향과 

명성기대에 관한 부모기대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김영은(2014)의 도구는 단일요인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은(2014)은 ‘부모님은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진 

직업을 성취하길 원하셨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도구를 구성하였다.

다) 부모의 성취 기대와 진로타협

일반적으로 기대라는 개념이 기대를 갖는 당사자의 행동과 기대를 받는 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신동우, 2012), 부모가 자녀의 진로 및 직업 

성취에 대해 갖는 기대는 자녀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는 자녀의 인격 형성 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 과정과 미래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김경아, 2005), 특히 한국에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진로 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정예지, 2015).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진로타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가 높을수록 교육적 관여의 수준이 

높고(Kewbow & Bernhardt, 1993), 자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은 지위로 

상승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정영자, 1978), 자녀가 높은 성취를 달성할수록 부모는 이를 

자신의 인생에서의 자랑스러운 성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창숙, 2011). 이와 같은 자녀의 교육적, 직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는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변인으로서 성취를 인정하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높은 성취동기를 갖게 된다(김의철, 박영신, 1999; 홍미현, 장성숙, 2015).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와 그로 인한 성취동기는 자녀의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가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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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시 사회적 지위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흥미를 가장 고려하지 않으며(김경하, 

2012), 개인의 성취동기는 진로타협 요인 중 사회적 지위 선호와는 정적 상관을, 흥미 

선호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아름, 2012). 이를 고려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기대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 자녀는 진로타협 시 직업의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의 흥미를 타협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성취 기대의 수준이 높을 경우 지위 관련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고, 

흥미나 적성 등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부모의 경제적 지지

가)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개념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경제적 측면의 지지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민지, 2014).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물질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현금, 노동력, 환경개선 등의 원조를 

포함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물질적 지지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부모 진로지지의 일환으로, 자녀의 

진로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 중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희, 2009).

나)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측정

부모가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이는 지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Turner, 

Alliman-Brissett, Lapan, Udipi, & Ergun(2003)의 진로 관련 부모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s Support Scales)를 살펴볼 수 있다. Turner et 

al.(2003)의 도구는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의 4가지 기대 원천에 근간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상희(2009)가 대학생용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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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2009)의 도구는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희(2009)의 도구 중 경제적 지지는 

‘부모님은 나의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다.’를 포함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부모의 경제적 지지와 진로타협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부모의 진로 관련 지지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Lent, Brown, & Hackett, 2000), 특히 경제적 지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진로 지지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희, 2009).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이 낮고(Flouri & Buchanan, 2002), 자녀가 자신의 선호나 능력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희, 

2001). 또한 부모가 경제적 지지를 철회한 것을 지각한 대학생은 의사결정 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등 역기능적 진로사고 수준이 높으며(조민지, 2014),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과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상희, 2009). 

특히 진로장벽 중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경제적 지지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진로타협 상황에서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집단은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김은선, 2012),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흥미를 타협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는 원활한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포기하고, 높은 임금 등 직업을 통한 외적 보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로와 관련한 부모의 경제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낮게 인식할수록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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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특성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타협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며, 각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① 

진로타협 유형화 단계, ②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 

③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 관계 분석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그림 Ⅲ-1] 참조). 

연구절차 연구내용 분석방법

1. 진로타협 유형화 
단계

Ÿ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른 진로타협 유형화

Ÿ진로타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전공계열, 대학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 차이 분석

Ÿ기술통계
Ÿ고유치 방법
Ÿ잠재프로파일분석
ŸANOVA, χ2검정

▼

2.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

Ÿ진로타협 유형별 일자리 특성(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임금, 
전공-직무 일치) 차이 분석

Ÿ진로타협 유형별 경력몰입 수준 차이 분석

Ÿ기술통계
ŸANOVA, χ2검정

▼

3.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 
관계 분석 단계

Ÿ진로타협 유형별 심리 특성(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부모 특성(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 차이 분석

Ÿ진로타협 유형과 심리 특성(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부모 특성(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관계 분석

Ÿ기술통계
ŸANOVA
Ÿ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림 Ⅲ-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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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타협 유형화 단계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졸 신입사원들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로타협 요인을 ① 임금, ② 교육수준(학력), ③ 사회적 

인정, ④ 흥미, ⑤ 적성, ⑥ 전공 활용 가능성의 6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으로 구성된 진로타협 

유형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내용타당도 및 문항변별도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값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의 경우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을 활용하여 산출된 값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의 투입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진로타협 유형의 이론적인 경우의 수는 

각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타협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4,096개(=26×26)가 도출될 수 있으나([그림 Ⅲ-2] 참조), 이는 실제 대졸 신입사원의 

타협 양상을 반영한 최적의 모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 시 모형검증치(AIC, BIC, ABIC, Entropy, LMR)와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의 수를 가진 최적 모델을 결정하였다.

[그림 Ⅲ-2] 진로타협 유형의 이론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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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타협 유형화 후에는 진로타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진로타협 유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성별, 전공계열, 대학 소재지, 

대학 설립 유형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자리 특성 측면에서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임금, 전공-직무 일치의 

차이, 일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경력몰입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그림 Ⅲ-3] 참조).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이 결정되면 조건부 확률에 따라 모든 개인이 도출된 

유형에 할당되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 및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2검정과 F검정 및 사후검증을 통해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그림 Ⅲ-3]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연구모형

다.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 

관계 분석 단계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 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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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 특성 측면에서 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전공 특성 측면에서 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의 수준 차이, 부모 특성 측면에서 

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 분석 

시에는 χ2검정과 F검정 및 사후검증을 통해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차이 분석 후에는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을 독립변수로, 진로타협 유형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인 진로타협 

유형의 준거집단은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에서 

경력몰입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된 유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Ⅲ-4] 참조). 

[그림 Ⅲ-4]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 관계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으로 취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신입사원 전체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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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진로타협과 같은 심리적 변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 

효과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Henry, Moffitt, Caspi, Langley, 

& Silva, 1994)을 고려하여 연구의 모집단을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 2년 

미만 신입사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근속기간 2년 미만의 대졸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표본 

틀 선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선정하여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목표모집단을 설정함에 있어 대기업 신입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2015년 4월 기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설정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1,000대 기업은 유가증권/코스탁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법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공개되었던 자료이며,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과 2,083개 소속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1일 기준 2,727,196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모집단의 수와 분포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수를 표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의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지 않고,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McMillan & Schumacher, 

2006). 여기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일반적으로 모집단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류근관, 2005). 또한 Krejcie와 Morgan(1970)에 따르면 모집단의 

크기가 75,000명일 때 적정표본의 수는 382명이고, 모집단의 크기가 10만 명이 넘을 

경우 적정표본의 수는 384명으로 동일하다. 이때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변인 간의 다중상관이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독립변인이 유의미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에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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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는데, 잠재프로파일분석에 있어 정해진 적정표본의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최소 100명 이상이면 집단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thén & Muthén, 

2000). 또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 1개 당 사건 발생 집단 내 사례 수 

10명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Austin & Steyerberg, 2015).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 및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600부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3개년 동안의 

기업규모별 경력 2년 이하의 대졸 취업자 비율을 고려하여(<표 Ⅲ-1> 참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120부,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480부를 표집 하였다. 표집 시에는 특정 

기업에 표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1,000대 기업 및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 목록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 목록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조사 가능한 대기업 25개,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한 후 기업 당 4~5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가급적 다양한 부서의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이 특정 직무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구분 300인 이상 기업 300인 미만 기업 계
2016년 107,266(17.6) 503,434(82.4) 610,250(100.0)
2017년 108,746(17.7) 506,520(82.3) 615,266(100.0)

2018년(6월 기준) 99,631(18.8) 430,698(81.2) 530,329(100.0)
3개년도 평균 105,214(18.0) 480,217(82.0) 585,282(100.0)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산출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Ⅲ-1> 기업규모별 경력 2년 이하의 대졸 취업자 비율 (단위: 명, %)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할 조사도구는 질문지로, 질문지는 개인의 생각, 태도, 감정 등 

관찰하기 힘든 구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박도순, 2004). 이 연구의 질문지는 

진로타협 유형, 심리 특성 변인, 전공 특성 변인, 부모 특성 변인, 결과 특성 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으로 구성되었다(<표 Ⅲ-2> 참조).



- 75 -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진로타협
유형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Ⅰ-1～15 15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Ⅱ-1～6 6

심리 특성
변인

진로정체감

자신 이해
Ⅳ-3*, 4*, 5*, 10*, 11*,
12*, 13*, 17*, 18*

9

직업 이해
Ⅳ-1*, 2*, 6*, 7*, 8*,

9*, 14*
7

능력 자신감 Ⅳ-15*, 16* 2

취업스트레스

성격 스트레스 Ⅴ-1, 2, 3, 4, 7, 8 6
가족환경 스트레스 Ⅴ-10～14 5
학업 스트레스 Ⅴ-19～22 4
학교환경 스트레스 Ⅴ-15～18 4
취업불안 스트레스 Ⅴ-5, 6, 9 3

전공 특성
변인

전공만족 Ⅲ-1～6 6
전공에 대한 지지 Ⅷ-1～7 7

부모 특성
변인

부모의 성취 기대 Ⅵ-1～6 6
부모의 경제적 지지 Ⅶ-1～4 4

결과 특성
변인

일자리특성(기업규모, 정규직여부, 임금, 전공-직무일치) Ⅹ-5～8 4
경력몰입 Ⅸ-1, 2*, 3, 4, 5, 6* 6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성별, 전공계열, 대학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
근무지역, 업종, 담당 직무, 근무기간

Ⅹ-1～4, 9～12 8

총계 102
주) 역 채점 문항: Ⅴ-1~18, Ⅹ-2, 6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타당도 검토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수정·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조사도구를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예비조사는 3개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12명, 5개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48명 등 총 6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60명의 대졸 신입사원이 모두 

응답하였고, 60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진로타협 유형 측정도구의 문항변별도를 검증하였으며,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 전공에 대한 지지, 경력몰입 측정도구의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 

측정도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항변별도를 확인하였으며,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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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 전공에 대한지지, 경력몰입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뢰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량이 .5 이상이면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허준, 2013), 이 연구에서는 .5를 기준으로 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가. 진로타협 유형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을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진로타협 양상을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5] 참조). 

단계 세부내용

구인화 모형 설정 Ÿ선행연구의 진로타협 유형화 기준 분석을 통한 진로타협 요인 구명

▼

예비문항 작성
Ÿ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항 구성

Ÿ반응양식 확정

▼

내용타당도 검증
Ÿ구인화 및 예비문항(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

Ÿ문항 수정 및 확정

▼

예비조사
Ÿ예비조사 실시 및 문항변별도 분석

Ÿ예비조사 문항 수정 및 보완

▼

본조사 Ÿ본조사 실시 및 분석

[그림 Ⅲ-5] 진로타협 유형 측정도구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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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화 모형 설정

구인화 모형 설정 단계는 구체적인 검사개발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로(이순묵, 

이봉건, 1995),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정철영, 2002).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의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로타협 유형 관련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유형화 기준을 

분석하였다(<표 Ⅲ-3> 참조).

구분 성유형 지위 흥미·적성 비고

황매향(2002) ● ●
Ÿ지위: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Ÿ흥미·적성: 적성일치도

강재연(2009) ● ●
Ÿ지위: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
Ÿ흥미·적성: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김현석(2011) ● ●
Ÿ지위: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
Ÿ흥미·적성: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김은선(2012) ● ● ●

Ÿ성유형: 성별일치, 결혼생활병행, 육아병행,
가사활동 병행

Ÿ지위: 임금, 사회적 인정, 권위, 학력
Ÿ흥미·적성: 흥미, 가치, 성격

신아름(2012) ● ● ●

Ÿ성유형: 성별일치, 결혼생활병행, 육아병행,
가사활동 병행

Ÿ지위: 임금, 사회적 인정, 권위, 학력
Ÿ흥미·적성: 흥미, 가치, 성격

장광원(2012) ● ●
Ÿ지위: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Ÿ흥미·적성: 적성일치도

임수영(2014) ● ●
Ÿ지위: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Ÿ흥미·적성: 적성일치도

김지근 외(2015) ● ●
Ÿ지위: 대학선호도
Ÿ흥미·적성: 학과선호도

류지은, 정진철(2016) ● ● ●
Ÿ성유형:여성종사자비율, 일-가정균형가능성
Ÿ지위: 수입, 학력
Ÿ흥미·적성: 흥미

<표 Ⅲ-3> 진로타협 유형화 기준 종합

진로타협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진로타협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구의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진로타협 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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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흥미·적성이 진로타협 유형화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대상과 진로타협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진로타협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황매향(2002), 장광원(2012), 임수영(2014)은 

대학생의 대학 진학 시의 타협양상을 유형화함에 있어 지위 관련 요인 중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구분하여 유형화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도 각 진로타협 요인을 세부요인 수준에서 고려하여 유형화의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화를 위한 진로타협 요인으로 지위와 

흥미·적성을 선정하고,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고려되는 지위 및 흥미·적성 관련 

세부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진로타협 요인 관련 선행연구와 실제 국내 대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표 Ⅲ-4> 참조).

타협요인 세부요인 내용 선행연구

지위

임금
Ÿ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금

Holt(1989), Leung & Plake(1990),
Blanchard & Lichtenberg(2003), 고지영(2005),
박관성(2008), 김장회, 김계현(2010), 이성욱(2013)

교육수준
(학력)

Ÿ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교육수준(학력)

Holt(1989), Leung & Plake(1990),
Blanchard & Lichtenberg(2003),

Creed & Blume(2013), 고지영(2005), 박관성(2008)

사회적 인정
Ÿ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Blanchard & Lichtenberg(2003),
Creed & Gagliardi(2015), 고지영(2005),
이성욱(2013), 김경은, 라영안(2015)

흥미·
적성

흥미
Ÿ개인의 흥미와
직업의 흥미 특성
간 조화

Blanchard & Lichtenberg(2003),
Creed & Gagliardi(2015), 박관성(2008),

김장회, 김계현(2010), 김경은, 라영안(2015)

적성
Ÿ개인의 적성과
직업 간 조화

고지영(2005), 강재연(2009), 이성욱(2013)

전공 활용
Ÿ개인의 전공
분야와 직업의
직무 내용 간 연계

Holt(1989), 고지영(2005), 강재연(2009),
이성욱(2013)

<표 Ⅲ-4> 지위 및 흥미·적성 세부요인

선행연구 분석 결과,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고려되는 지위 관련 세부요인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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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사회적 인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적성 관련 세부요인은 흥미, 적성, 

전공 활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학생 및 대졸 취업준비생들이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임금과 흥미·적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장현진, 2017;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희망재단, 2017).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지위 측면에서 ① 임금, ② 교육수준(학력), ③ 사회적 인정, 흥미·적성 

측면에서 ④ 흥미, ⑤ 적성, ⑥ 전공 활용 가능성의 6가지를 선정하였다. 한편, 개인별로 

진로타협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진로타협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이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타협한 경우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요인을 타협한 경우보다 

더 큰 타협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Gati, 1993), 진로타협 유형화에 있어 개인의 

각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 뿐 아니라 상대적 중요도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6가지 진로타협 요인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와 타협 

수준을 진로타협 유형화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그림 Ⅲ-6] 참조).  

[그림 Ⅲ-6] 진로타협 유형 구인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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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문항 작성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및 진로타협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구인화 모형을 

토대로 진로타협 유형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을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동안 구직결정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진로타협 요인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타협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임금, 교육수준(학력), 사회적 인정,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와 타협 수준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예비문항 작성 시 ①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②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응답자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선호도, 혹은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이분형 문항을 통한 쌍대비교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다(김선희, 2006 등). 이는 

쌍대비교와 같은 상대적 측정이 개인 내 선호도 비교에 적합한 방식(Anastasi & 

Urbina, 1997)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함에 있어 상대적 측정 방식을 유지하되, 정량적인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다. 

계층화분석과정은 평가기준이 다수인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체계적으로 점수화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의 하나로, 상대적 측정을 활용하여 정량화된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재형, 2015).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의 예비문항은 임금, 교육수준(학력), 사회적 인정,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을 상호 비교하는 15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임금 수준이 높은가?’, ‘나의 교육수준(학력)과 맞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가?’, ‘나의 흥미와 맞는가?’, ‘나의 적성과 맞는가?’, 

‘나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했던 정도를 상호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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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계층화분석과정에서는 응답자가 수행한 일련의 비교 결과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응답의 신뢰도를 확보한다(민재형, 2015). 일반적으로 계층화분석과정에서 일관성 

여부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측정함으로써 판단하며, 일관성 비율이 

0.1을 초과하면 해당 응답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이 0.1을 초과한 응답값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케이스를 제외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수준을 측정한 선행연구(김경은, 라영안, 2015; Creed & 

Gagliardi, 2015 등)의 지시문과 반응양식을 참고하여 임금, 교육수준(학력), 사회적 

인정,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각각의 타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지시문은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당시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각 

진로타협 요인을 얼마나 포기했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예: ‘당신이 

원하던 임금 수준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반응양식은 ‘포기하지 않았다(0)’, 

‘조금 포기했다(1)’, ‘상당히 포기했다(2)’, ‘매우 포기했다(3)’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내용타당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예비문항이 실제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을 측정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내용타당도 

검토는 진로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및 연구자 5인과 

대졸 신입사원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진로타협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 시 ‘임금 수준이 높은가?’와 같은 

의문문 형태보다는 ‘임금’과 같은 단어의 형태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적성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이 응답함에 있어 흥미의 동의어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의 흥미(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적성(내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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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함에 있어 ‘임금’, ‘나의 교육수준(학력)’, 

‘사회적 인정’, ‘나의 흥미(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적성(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전공 활용 가능성’을 상호 비교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4) 예비조사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자료를 통해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문항의 변별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작성된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문항은 유형 변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예비문항이 예비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변별도를 

판단하기 위해 문항-전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총점과 개별 문항의 

상관을 분석하여 상관계수가 높은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변별도는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크다고 해석하고, 문항변별도가 .3 이상이면 

우수한 문항으로 평가한다(DeVellis, 2006).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전체 문항 총점과 

.388~.659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변별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을 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부록 3-1] 참조).

5) 본조사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문항에 

대하여 문항변별도를 검토하였다. 문항변별도 검토를 위해 문항-전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전체 문항 총점과 .464~.679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변별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부록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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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 특성 변인

1) 진로정체감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자신의 흥미, 

능력, 목표,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식했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Diager, Power(1980)가 개발하고 김봉환(1997)이 번안하였으며, 

김태선(2003)이 한국 대학생에 맞게 타당화 한 진로정체감 척도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 척도는 자신 이해 9문항, 직업 이해 7문항, 

능력 자신감 2문항 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역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신입사원이 자신의 흥미, 능력, 목표,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이경선(2009)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1, 자신 이해 .83, 직업 이해 .80, 능력 자신감 .76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49, 자신 이해 .926, 직업 이해 .897, 능력 자신감 .650으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53, 

자신 이해 .927, 직업 이해 .897, 능력 자신감 .663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위요인별 요인적재량은 자신 

이해 .637~.883, 직업 이해 .586~.921, 능력 자신감 .635~.783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3] 참조). 

2) 취업스트레스

이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를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해 위기나 긴장감, 불안 등을 느꼈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황성원(1998)이 

개발하고 강유리(2006)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성격 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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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신입사원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강유리(2006)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87, 성격 스트레스 .84, 가족환경 스트레스 

.87, 학업 스트레스 .79, 학교환경 스트레스 .78, 취업불안 스트레스 .7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21, 성격 스트레스 .892, 가족환경 스트레스 .919, 학업 스트레스 .823, 

학교환경 스트레스 .894, 취업불안 스트레스 .622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49, 성격 스트레스 .907, 

가족환경 스트레스 .936, 학업 스트레스 .857, 학교환경 스트레스 .904, 취업불안 

스트레스 .735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위요인별 요인적재량은 성격 스트레스 .701~.877, 가족환경 스트레스 

.754~.915, 학업 스트레스 .739~.801, 학교환경 스트레스 .627~.963, 취업불안 

스트레스 .654~.727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5] 참조). 

다. 전공 특성 변인

1) 전공만족

이 연구에서는 전공만족을 대졸 신입사원이 자신의 대학 재학 당시 전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05)이 

개발하고 전예원(2014)이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공만족 측정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신입사원이 자신의 대학 재학 당시 전공에 대해 만족했음을 

의미한다. 전예원(2014)의 연구에서 전공만족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2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55, 본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3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 85 -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807~.90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부록 4-7] 참조). 

2) 전공에 대한 지지

이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지지를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 재학 당시 지각했던 자신의 

진로 관련 타인의 심리적 지원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et 

al.(2013)이 사용하고 김영은(2009)이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공에 대한 지지 측정도구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신입사원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타인의 

심리적 지원 수준을 높게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전예원(2014)의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지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96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06으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0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754~.84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9] 참조). 

라. 부모 특성 변인

1) 부모의 성취 기대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 기대를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지각했던 

자신의 진로 및 직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은(2014)이 개발한 부모의 성취 기대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성취 기대 측정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아버지의 기대와 

어머니의 기대 각각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신입사원이 지각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영은(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 기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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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는 .879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59, 아버지 기대 .945, 어머니 기대 .944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67, 아버지 기대 

.946, 어머니 기대 .957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아버지 기대 .769~.934, 어머니 기대 .819~.94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11] 참조). 

2) 부모의 경제적 지지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지를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전 구직활동 동안 

지각했던 자신의 진로 관련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모의 진로지지 척도 중 경제적 지지 척도를 연구자가 

과거 시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지 척도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신입사원이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 수준을 높게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이상희(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지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2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3으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0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683~.926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13] 참조). 

마. 결과 특성 변인

1) 일자리 특성

가) 기업규모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별 기업규모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① 10명 미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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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미만, ③ 30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응답값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 10명 미만과 300명 미만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설정하여 

대기업(=1), 중소기업(=0)으로 기업규모를 더미변수화 한 후 값을 부여하였다.

나) 정규직 여부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별 정규직 여부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응답값에 대해서는 정규직(=1), 비정규직(=0)으로 

정규직 여부를 더미변수화 한 후 값을 부여하였다.

다) 임금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별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현재 연봉 

수준을 ① 2,000만원 미만, ②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③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④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⑤ 3,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응답값에 대해서는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을 고려하여 2,500만원 

미만(=1),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2), 3,500만원 이상(=3)으로 임금 

구간을 재구성한 후 값을 부여하였다.

라) 전공-직무 일치

이 연구에서 전공-직무 일치는 대졸 신입사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전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전공-직무 일치 정도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2) 경력몰입

이 연구에서는 경력몰입을 대졸 신입사원이 자신의 직업 분야에 애착을 갖고 해당 

직업 분야에서의 경력을 유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Blau(1985, 1988)가 개발하고 임승옥(2007)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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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경력몰입 측정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번과 

6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몰입 측정도구의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신입사원의 경력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승옥(2007)의 연구에서 경력몰입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9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2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조사 자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17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문항이 유의미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730~.89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15] 

참조).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기업별 조사협력자 1인 확보 후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편조사의 경우 각 기업의 조사협력자와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설문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발송된 

우편물에도 설문 진행에서의 당부사항을 기록한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였다. 자료 수집 

시에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Dillman(2000)이 제시한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각 기업의 조사 협력자를 확보하고,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협력자가 

설문지를 받은 후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행을 

독려하였으며, 인쇄물을 통한 설문조사가 어려울 경우 SurveyMonkey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배포와 수집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대기업 

120부, 중소기업 480부 등 총 600부 중 527부가 회수되어 87.8%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527부 중 무응답,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자료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자료, 

진로타협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응답의 일관성 비율(CR)이 0.1을 초과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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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부를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109부(유효자료율 90.8%), 중소기업 

363부(유효자료율 75.6%) 등 총 472부(유효자료율 78.7%)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5> 참조). 성별은 

여성(57.2%)이 남성(42.8%)에 비해 많았으며,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48.9%), 

이공계열(25.8%), 예체능계열(25.2%) 순으로 많았다. 대학 설립 유형의 경우 

사립(69.9%)이 국·공립(30.1%)에 비해 많았으며,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70.6%)이 

비수도권(29.4%)보다 많았고, 임금은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33.1%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역은 수도권이 82.0%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28.0%), 

제조업(1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6%) 등의 순으로 많았다. 담당 직무의 

경우 기획·관리·총무·인사가 35.4%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1년 이내(49.2%)와 

2년 이내(50.8%)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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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02 42.8
여성 270 57.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31 48.9
이공계열 122 25.8
예체능계열 119 25.2

대학 설립 유형
국·공립 142 30.1
사립 330 69.9

대학 소재지
수도권 333 70.6
비수도권 139 29.4

임금

2,000만원 미만 44 9.3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04 22.0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56 33.1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 72 15.3

3,500만원 이상 96 20.3

근무지역
수도권 387 82.0
비수도권 85 18.0

업종

제조업 80 16.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 0.4

건설업 1 0.2
도매 및 소매업 35 7.4
운수업 2 0.4

숙박 및 음식점업 3 0.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3 2.8

금융 및 보험업 21 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4 13.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7 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 2.5

교육 서비스업 132 28.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1.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1 15.0

직무

기획·관리·총무·인사 167 35.4
영업·마케팅 71 15.0
연구개발 58 12.3
생산 17 3.6

서비스·고객관리 77 16.3
기타 82 17.4

근무기간
1년 이내 232 49.2
2년 이내 240 50.8

계 472 100.0

<표 Ⅲ-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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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분석(ANOVA, χ2검정),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유치 방법을 통한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6.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분석 

방법을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Ⅲ-6> 참조).

연구문제 통계방법

연구문제 1.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을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가?

Ÿ기술통계 분석
Ÿ고유치 방법
Ÿ잠재프로파일분석
Ÿ집단간차이분석(ANOVA, χ2검정)

연구문제 2.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Ÿ기술통계 분석
Ÿ집단간차이분석(ANOVA, χ2검정)

연구문제 3.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Ÿ기술통계 분석
Ÿ집단 간 차이 분석(ANOVA)
Ÿ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표 Ⅲ-6>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

이 연구에 적용한 주요 통계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에서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을 활용하였다. 고유치 방법은 계층화분석과정에서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Saaty, 2008), 

구체적인 도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계층의 평가기준을 C1, 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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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이라고 하고 Cj에 비해 Ci가 중요한 정도를 로 표현할 때, n개 기준 간의 쌍대비교 

결과는 (식 1)과 같이 ×행렬로 나타낼 수 있으며, C1, C2, …, Cn이 갖는 중요도를 

 ,  , …, 이라고 할 때 와 ,  간에는 (식 2)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  (식 1)

        ⋯  (식 2)

(식 2)를 통해 ∙  가 성립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식 

3)을 유추할 수 있다. (식 3)을 행렬로 나타내면 (식 4)가 되며, (식 4)는 (식 5)와 

같이 요약된다.


  



∙       ⋯  (식 3)











  ⋯ 

⋮

 ⋯
⋮


⋮

  ⋯ 













⋮


 













⋮


(식 4)

  (식 5)

(식 5)는 고유치와 고유벡터(eigenvector)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정식 (식 

6)의 특수한 형태로서 는 의 고유치가 되며, 이를 정리하면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6)

  는 단위행렬       (식 7)

가 고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식 7)이 0이 아닌 해가 존재해야 하며,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식 8)일 때 (식 8)을 행렬 의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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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이라 하고, 이를 만족하는 는 행렬 의 고유치가 된다. 이때, 

최대고유치(max)의 산출식은 (식 9)와 같으며, 최대고유치에서의 와 의 값이 

각각 Ci와 Cj의 상대적 중요도가 된다.

det   (식 8)

max  



  






  



×

(식 9)

셋째, 연구문제 1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진로타협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연속변수로 이루어진 변수에서 유사한 값을 갖는 응답자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정보영, 2014),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 체계적인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해서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이정은, 2012).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전통적인 군집분석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Miller, Turner, & Henderson, 2009).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군집이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함에 있어 통계적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Bergman & 

Magnusson, 1997).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변수를 사용하여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을 통해 각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에 대해 추정된 확률값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적합도 지수와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n test)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모델을 판단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편의를 줄일 수 있다(김동일, 이윤희, 김영근, 강민철, 2013).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분산(variation)이 큰 변인 때문에 분석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변인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Magidson & Vermunt, 2002).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 시 가장 적합한 유형의 수를 가진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모형 검증치(AIC, BIC, ABIC, Entropy, LMR)를 고려하였다(<표 

Ⅲ-7> 참조). AIC, BIC, ABIC는 모형 적합도 지수로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하며, 이 중 BIC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데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고려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또 다른 적합도 지수인 Entrop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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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8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경우 좋은 분류로 알려져 있으며,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고려되는 지수인 LMR(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은 k개의 잠재집단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집단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여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더 적은 집단을 가진 모델을 선택한다(조정아, 2012; 

Lo, Mendell, & Robin, 2001).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된 잠재집단은 다른 

유형들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집단도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야 하고 

이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Lanza, Collins, Lemmon, & Schafer, 2007). 

  ln  
  ln  ln 

  ln   ln
 



ln  로그 우도값  추정 모수의 수  표본 크기
자료: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p. 545.

<표 Ⅲ-7> 모형 적합도 산출 공식

넷째, 연구문제 1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연구문제 2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 

연구문제 3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 분석(ANOVA,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ANOVA의 경우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3에서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에는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을 연구문제 2에서 진로타협 유형별 결과 특성 차이 분석을 통해 

경력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유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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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치

1) 진로타협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 중 진로타협의 기술적 통계량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1> 참조).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최솟값 최댓값
백분위 이론적

범위25 50 75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임금 .146 .098 .125 .035 .483 .081 .125 .164 0-1
학력 .104 .050 .063 .038 .422 .063 .097 .139 0-1
사회적 인정 .141 .080 .093 .041 .460 .086 .105 .185 0-1
흥미 .209 .099 .252 .038 .455 .128 .211 .260 0-1
적성 .213 .082 .165 .043 .412 .165 .199 .269 0-1
전공활용가능성 .188 .114 .301 .035 .382 .081 .186 .301 0-1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임금 1.17 0.808 1 0 3 1 1 2 0-3
학력 0.49 0.689 0 0 3 0 0 1 0-3
사회적 인정 0.92 0.847 1 0 3 0 1 2 0-3
흥미 0.91 0.880 0 0 3 0 1 2 0-3
적성 0.90 0.938 1 0 3 0 1 1 0-3
전공활용가능성 0.92 0.939 0 0 3 0 1 1 0-3

n=472

<표 Ⅳ-1> 진로타협의 기술적 통계량

먼저,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는 다른 진로타협 요인과 비교했을 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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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타협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도로, 이론적 범위는 0~1이고 각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의 합은 1이 된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진로타협 요인 중 임금만이 

중요했을 경우, 임금의 상대적 중요도는 1이고 다른 5개 진로타협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0이 되는 것이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졸 신입사원들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성 .213, 흥미 .209, 전공 활용 가능성 .188, 

임금 .146, 사회적 인정 .141, 학력 .104로 대졸 신입사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적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으며, 학력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등 흥미·적성 측면의 진로타협 

요인들을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 등 지위 측면의 진로타협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은 대졸 신입사원들이 취업하기 위해 각 진로타협 요인을 

포기한 정도로, 타협 수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대졸 신입사원들이 해당 요인을 거의 

타협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깝거나 그 이상일 경우 해당 요인에 태한 타협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금 1.17, 사회적 인정 0.92, 전공 

활용 가능성 0.92, 흥미 0.91, 적성 0.90, 학력 0.49로 대졸 신입사원들은 취업을 위해 

임금을 가장 많이 타협하며, 학력을 가장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의 

경우 최빈값과 중위값이 0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졸 신입사원들은 취업을 위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력에 대해서는 거의 타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결과 특성 및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 중 결과 특성 변인(경력몰입), 심리 특성 

변인(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 변인(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부모 

특성 변인(아버지 기대, 어머니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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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5점 환산
평균

이론적
범위

결과 특성
전공-직무 일치 1 3.21 1.169 1 5 3.21 1-5
경력몰입 6 16.90 6.100 6 30 2.82 6-30
심리 특성
진로정체감 18 49.82 15.559 20 90 2.77 18-90
취업스트레스 22 55.06 19.629 22 104 2.50 22-110
전공 특성
전공만족 6 19.41 5.764 7 30 3.23 6-30
전공에 대한 지지 7 21.21 6.654 8 35 3.03 7-35
부모 특성
아버지 기대 6 20.19 6.316 6 30 3.37 6-30
어머니 기대 6 20.78 6.448 6 30 3.46 6-30
부모의경제적지지 4 13.39 4.435 4 20 3.35 4-20

n=472

<표 Ⅳ-2> 결과 특성 및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의 기술적 통계량

5점 환산 평균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 특성 변인 중 진로정체감은 

2.77, 취업스트레스는 2.50으로 대졸 신입사원들의 구직활동 동안의 진로정체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특성 변인 중 전공만족은 

3.23으로 나타나 대졸 신입사원들이 대학 재학 당시 전공에 약간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공에 대한 지지는 3.03으로 대졸 신입사원들은 대학 재학 당시 

자신의 전공에 대해 보통 수준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성취 기대는 아버지 기대 3.37, 어머니 기대 3.46으로 대졸 

신입사원들은 구직활동 당시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진로기대를 높게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3.35로 대졸 신입사원들은 구직활동 당시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특성의 경우, 전공-직무 일치는 

3.21로 대졸 신입사원은 전공과 직무가 일치한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으며, 경력몰입은 

2.82로 대졸 신입사원들의 경력몰입은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 투입되는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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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3> 참조). 

단변량 정규성은 관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왜도와 첨도의 유의성은 왜도와 첨도의 

값으로 판단하는데, 왜도의 경우 절댓값이 3.0, 첨도의 경우 절댓값이 8.0 보다 크면 

정규성을 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김대업, 2008). 이 연구에서 측정한 관찰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은 0.017~0.474, 첨도 절댓값은 0.527~1.244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단변량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변인 중위수 최빈값
백분위수

왜도 첨도
25 50 75

심리 특성
진로정체감 48 48 37 48 58 0.459 -0.527
취업스트레스 51 40 40 51 69 0.474 -0.902
전공 특성
전공만족 20 20 14 20 24 -0.122 -1.244
전공에 대한 지지 21 21 15 21 27 -0.017 -1.043
부모 특성
아버지 기대 20 30 14 20 25 0.153 -1.059
어머니 기대 22 30 15 22 25 -0.218 -0.990
부모의경제적지지 14 14 10 14 17 -0.427 -0.796

주) n=472

<표 Ⅳ-3>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분석 결과

2.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

가. 진로타협 유형수 설정

대졸 신입사원 472명의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등 

6개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요인별 타협 수준을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평균이 다르고 집단 내 

변인들 간에 공변량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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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모형에서 출발해 잠재유형의 수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탐색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독립모형부터 잠재유형의 수를 6개로 선정했을 때까지 각 

모형별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4> 참조).

구분 1개 유형 2개 유형 3개 유형 4개 유형 5개 유형 6개 유형
Log-Likelihood -9571.015 -9246.939 -8969.991 -8703.105 -8805.633 -8559.520

Free
Parameters

47 94 141 188 235 282

AIC 19236.031 18681.878 18221.982 17782.210 18081.266 17683.040
BIC 19431.409 19072.634 18808.116 18563.722 19058.156 18855.308
ABIC 19282.239 18774.294 18360.607 17967.043 18312.308 17960.289

VLRT(p-value) N/A .0026 .0403 .0554 .8413 .7669
LRT(p-value) N/A .0026 .0403 .0554 .8413 .7669
Entropy N/A .898 .911 .949 .960 .961

백
분
율
(%)

유형1 100.00 66.73 38.98 25.85 2.12 2.12
유형2 33.27 46.82 40.89 24.82 21.82
유형3 14.19 11.23 47.03 23.31
유형4 22.03 22.22 26.70
유형5 3.81 20.98
유형6 5.09

주1) VLRT=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N TEST
주2) LRT=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표 Ⅳ-4> 진로타협 잠재유형의 각 유형수별 적합도 비교

적합도 지수 중 AIC, BIC, A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임을 의미한다. AIC, 

BIC, ABIC의 잠재유형수별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세 개 지표 모두 유형수를 4개로 

설정했을 때 수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오히려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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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AIC, BIC, ABIC의 잠재유형수별 변화량

VLRT와 LRT의 경우, k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p-value값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적은 유형수를 가진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Lo, et al., 2001). VLRT와 

LRT의 p-value 값을 살펴본 결과, 잠재유형의 수가 3개일 때까지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Entropy는 0에서 1 사이의 분포로 나타나며, .8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Entropy 값은 모든 모형에서 

.8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했을 때, 잠재유형수가 3개일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모든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잠재유형수가 4개인 경우의 

VLRT와 LRT의 p-value값이 유의수준 .1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적합도와 함께 잠재유형수가 2개, 3개, 4개일 때의 각각의 

유형별로 보이는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타협 수준 특성을 확인하여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의 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유형수별로 각 유형별 진로타협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포와 타협 수준 분포를 확인한 결과, 유형수가 4개일 때 

유형별로 보다 다양한 진로타협 특성을 보이며 각 유형 간 진로타협 특성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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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참조).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진로타협 유형의 수를 4개로 설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모형의 유형별 비율은 유형1 

25.85%, 유형2 40.89%, 유형3 11.23%, 유형4 22.03%로 어느 유형도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적 모형에 따라 구분된 잠재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을 살펴본 결과, 각 유형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은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류의 정확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5> 참조).

잠재유형
사례 수

(잠재유형 크기)
잠재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1 122(25.85%) .974 .022 .002 .002
유형2 193(40.89%) .006 .978 .004 .012
유형3 53(11.23%) .006 .026 .968 .000
유형4 104(22.03%) .013 .022 .000 .965

<표 Ⅳ-5> 잠재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

나. 진로타협 유형별 특성 및 명칭 설정

1) 진로타협 유형별 특성 분석

각 진로타협 유형의 명칭을 설정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유형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표 Ⅳ-6>, [그림 Ⅳ-2] 

참조), 유형1은 적성 평균 .223, 흥미 평균 .207,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200, 사회적 

인정 평균 .136, 임금 평균 .132, 학력 평균 .102로 적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고, 

학력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의 

합이 1임을 고려했을 때, 6개 진로타협 요인이 같은 중요도를 가질 경우 상대적 

중요도는 .167(=1/6)이 되며, 이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가 .167 이상인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은 유형1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중요도가 높은 진로타협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형 2의 경우 적성 평균 .201, 흥미 평균 .198,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19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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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5, 사회적 인정 평균 .152, 학력 평균 .103으로 적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고, 학력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은 상대적 

중요도가 .167 이상으로, 유형2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당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타협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3은 흥미 평균 .243, 적성 평균 .201, 임금 평균 .188,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135, 사회적 인정 평균 .128, 학력 평균 .105로 흥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고, 

학력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 적성, 임금은 상대적 

중요도가 .167 이상으로, 이를 통해 유형3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당시 흥미, 적성, 임금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유형4의 경우 적성 평균 .231, 흥미 평균 .212,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194, 사회적 

인정 평균 .133, 임금 평균 .123, 학력 평균 .107로 적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고, 

학력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은 상대적 

중요도가 .167 이상으로, 유형4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당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타협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유형1
(n=122)

유형2
(n=193)

유형3
(n=53)

유형4
(n=104)

전체
(n=47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금 .132 .0796 .155 .1087 .188 .1279 .123 .0651 .146 .0978
학력 .102 .0502 .103 .0454 .105 .0722 .107 .0453 .104 .0502

사회적 인정 .136 .0786 .152 .0839 .128 .0832 .133 .0726 .141 .0804
흥미 .207 .0961 .198 .1041 .243 .1088 .212 .0818 .209 .0987
적성 .223 .0819 .201 .0804 .201 .0840 .231 .0802 .213 .0820

전공 활용 가능성 .200 .1013 .191 .1212 .135 .0871 .194 .1195 .188 .1138

<표 Ⅳ-6> 각 유형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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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각 유형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가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력과 사회적 인정을 제외한 임금,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중요도의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7> 참조). 임금 중요도의 경우 유형3이 유형1과 유형4 보다 높았으며, 흥미 

중요도의 경우 유형3이 유형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 중요도의 경우 유형4가 

유형2와 유형3 보다 높았고, 전공 활용 가능성 중요도의 경우 유형1, 유형2, 유형4가 

유형3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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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a b c d

임금 중요도

a 유형1 122 .132 .0796

6.732***
b 유형2 193 .155 .1087
c 유형3 53 .188 .1279 **

d 유형4 104 .123 .0651 **

학력 중요도

a 유형1 122 .102 .0502

0.236
b 유형2 193 .103 .0454
c 유형3 53 .105 .0722
d 유형4 104 .107 .0453

사회적 인정
중요도

a 유형1 122 .136 .0786

2.274
b 유형2 193 .152 .0839
c 유형3 53 .128 .0832
d 유형4 104 .133 .0726

흥미
중요도

a 유형1 122 .207 .0961

2.974*
b 유형2 193 .198 .1041
c 유형3 53 .243 .1088 *

d 유형4 104 .212 .0818

적성
중요도

a 유형1 122 .223 .0819

4.211**
b 유형2 193 .201 .0804
c 유형3 53 .201 .0840
d 유형4 104 .231 .0802 * *

전공 활용
가능성
중요도

a 유형1 122 .200 .1013

4.460**
b 유형2 193 .191 .1212
c 유형3 53 .135 .0871 ** *

d 유형4 104 .194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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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7> 유형별 진로타협 요인 상대적 중요도 차이

각 유형의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8>, 

[그림 Ⅳ-3] 참조). 유형1은 임금 평균 1.94, 사회적 인정 평균 1.80, 학력 평균 0.53,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0.43, 적성 평균 0.15, 흥미 평균 0.12로 임금의 타협 수준이 

가장 높고, 흥미의 타협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흥미와 적성의 타협 

수준은 0에 가까운 값으로, 유형1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는 

거의 타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임금과 사회적 인정의 타협 수준은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1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임금과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협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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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의 경우, 임금 평균 0.89, 적성 평균 0.65,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0.61, 흥미 

평균 0.60, 사회적 인정 평균 0.44, 학력 평균 0.34로 임금의 타협 수준이 가장 높고, 

학력의 타협 수준이 가장 낮았다. 유형2의 경우 6개 진로타협 요인의 타협 수준이 모두 

1(=‘조금 포기함’)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유형2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타협했음을 알 수 있다.

유형3은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2.28, 임금 평균 1.89, 흥미 평균 1.85, 적성 평균 

1.72, 학력 평균 1.58, 사회적 인정 평균 1.55로 전공 활용 가능성의 타협 수준이 가장 

높고, 사회적 인정의 타협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 3의 경우 6개 

진로타협 요인의 타협 수준이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 

활용 가능성의 경우 상당히 타협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4의 경우, 흥미 평균 1.93, 적성 평균 1.88, 전공 활용 가능성 평균 1.38, 사회적 

인정 평균 0.47, 임금 평균 0.40, 학력 평균 0.13으로 흥미의 타협 수준이 가장 높고, 

학력의 타협 수준이 가장 낮았다. 특히 학력의 타협 수준은 0에 가까운 값으로, 유형4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학력에 대해서는 거의 타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흥미와 적성의 타협 수준은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4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협했음을 의미한다.

구분

유형1
(n=122)

유형2
(n=193)

유형3
(n=53)

유형4
(n=104)

전체
(n=47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금 1.94 0.370 0.89 0.534 1.89 0.824 0.40 0.493 1.17 0.808
학력 0.53 0.592 0.34 0.547 1.58 0.770 0.13 0.343 0.49 0.689

사회적 인정 1.80 0.676 0.44 0.537 1.55 0.539 0.47 0.539 0.92 0.847
흥미 0.12 0.330 0.60 0.523 1.85 0.770 1.93 0.424 0.91 0.880
적성 0.15 0.602 0.65 0.501 1.72 0.794 1.88 0.921 0.90 0.938

전공 활용 가능성 0.43 0.781 0.61 0.743 2.28 0.495 1.38 0.715 0.92 0.939

<표 Ⅳ-8> 각 유형의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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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각 유형의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이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서 타협 수준의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9> 참조). 임금 타협 수준의 경우 

유형1과 유형3이 유형2와 유형4 보다 높고, 유형2가 유형4 보다 높았으며, 학력 타협 

수준의 경우 유형3, 유형1, 유형2, 유형4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정 

타협 수준은 유형1과 유형3이 유형2와 유형4 보다 높았으며, 흥미 타협 수준과 적성 

타협 수준은 유형3과 유형4가 유형1과 유형2 보다 높고, 유형2가 유형1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 활용 가능성 타협 수준의 경우 유형3이 유형1, 유형2, 유형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4가 유형1과 유형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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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a b c d

임금 타협

a 유형1 122 1.94 0.370

208.642***
b 유형2 193 0.89 0.534 ***

c 유형3 53 1.89 0.824 ***

d 유형4 104 0.40 0.493 *** *** ***

학력 타협

a 유형1 122 0.53 0.592

88.623***
b 유형2 193 0.34 0.547 ***

c 유형3 53 1.58 0.770 *** ***

d 유형4 104 0.13 0.343 * * ***

사회적 인정
타협

a 유형1 122 1.80 0.676

182.610***
b 유형2 193 0.44 0.537 ***

c 유형3 53 1.55 0.539 ***

d 유형4 104 0.47 0.539 *** ***

흥미 타협

a 유형1 122 0.12 0.330

339.442***
b 유형2 193 0.60 0.523 ***

c 유형3 53 1.85 0.770 *** ***

d 유형4 104 1.93 0.424 *** ***

적성 타협

a 유형1 122 0.15 0.602

148.557***
b 유형2 193 0.65 0.501 ***

c 유형3 53 1.72 0.794 *** ***

d 유형4 104 1.88 0.921 *** ***

전공 활용
가능성
타협

a 유형1 122 0.43 0.781

107.907***
b 유형2 193 0.61 0.743
c 유형3 53 2.28 0.495 *** ***

d 유형4 104 1.38 0.7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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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9> 유형별 진로타협 요인 타협 수준 차이

2) 진로타협 유형별 명칭 설정

진로타협 유형별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주요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10> 참조). 먼저 유형1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과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취업을 위한 진로타협 

상황에서 중요도가 높았던 흥미와 적성을 지키기 위해 임금과 사회적 인정을 주로 

타협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들은 흥미와 적성을 거의 타협하지 않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서도 흥미와 적성의 타협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흥미와 적성이 

중요했으며, 중요했던 흥미와 적성을 거의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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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2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임금, 사회적 인정, 학력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는 유형1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유형1에 비해 흥미와 

적성의 타협 수준이 높고,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1(=‘조금 포기했음’) 이하의 

타협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유형2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취업을 위한 진로타협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타협요인의 타협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유형을 ‘모든 요인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3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일자리 선택 시 흥미, 적성, 임금을 전공 활용 

가능성, 사회적 인정, 학력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다른 유형과 달리 임금이 전공 

활용 가능성보다 중요했을 뿐 아니라 다른 유형보다 전공 활용 가능성의 중요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측면에서는 모든 타협요인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포기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학력과 전공 활용 가능성의 타협 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유형을 

‘모든 요인 포기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4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유형1 및 유형2와 유사하게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과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인정, 임금, 학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유형1과 유형2의 경우 중요도가 높았던 흥미, 적성 

등의 타협 수준이 낮은 것과 달리, 이들은 중요도가 높았던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의 타협 수준은 높은 반면 임금, 사회적 인정, 학력의 타협 수준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다른 유형보다 임금과 학력의 타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흥미와 적성이 중요했으며, 중요했던 흥미와 적성을 높은 수준으로 

포기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해당 유형을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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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중요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요인(흥미·적성)
포기형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1)

상
Ÿ적성
Ÿ흥미
Ÿ전공활용가능성

Ÿ적성
Ÿ흥미
Ÿ전공활용가능성

Ÿ흥미
Ÿ적성
Ÿ임금

Ÿ적성
Ÿ흥미
Ÿ전공활용가능성

하
Ÿ사회적 인정
Ÿ임금
Ÿ학력

Ÿ임금
Ÿ사회적 인정
Ÿ학력

Ÿ전공활용가능성
Ÿ사회적 인정
Ÿ학력

Ÿ사회적 인정
Ÿ임금
Ÿ학력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2)

상 ↑

Ÿ임금
Ÿ사회적 인정

-

Ÿ전공활용가능성
Ÿ임금
Ÿ흥미
Ÿ적성
Ÿ학력
Ÿ사회적 인정

Ÿ흥미
Ÿ적성

중

1이상 - - - Ÿ전공활용가능성

1미만

Ÿ학력
Ÿ전공활용가능성

Ÿ임금
Ÿ적성
Ÿ전공활용가능성
Ÿ흥미
Ÿ사회적 인정
Ÿ학력

-

Ÿ사회적 인정

하 ↓
Ÿ적성
Ÿ흥미

- -
Ÿ임금
Ÿ학력

주요 특징

Ÿ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의
중요도가 높음.

Ÿ중요도가 높은
흥미와 적성을
거의 타협하지
않은 반면
중요도가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정의 타협
수준이 높음.

Ÿ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의
중요도가 높고
이에 대한 타협
수준은 낮음.

Ÿ모든 요인의
타협 수준이
1미만임.

Ÿ흥미, 적성,
임금의
중요도가 높고
이에 대한 타협
수준도 높음.

Ÿ모든 요인의
타협 수준이
1이상임.

Ÿ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의
중요도가 높음.

Ÿ중요도가 높은
흥미와 적성의
타협 수준이
높은 반면
중요도가 낮은
임금과 학력의
타협 수준이
낮음.

주1) 진로타협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균이 .167(=1/6) 이상인 경우 ‘상’, .167 이하인 경우 
‘하’에 표기함.

주2) ‘전체 타협 수준 평균±1SD(0.42~1.38)’ 범위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표기함. 
이 중 타협 수준이‘1(=조금 포기했음)’ 이상인 경우 해당 요인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며, 
‘1’ 미만인 경우 해당 요인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표 Ⅳ-10> 유형별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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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타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1) 성별

진로타협 유형별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1> 참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우 여성이 58.2%(71명)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은 여성이 79.8%(154명)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 

포기형은 여성이 58.5%(31명)로 남성보다 많았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남성이 86.5%(90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로타협 

유형별 성별 분포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121.596일 때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중요 요인
(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
(흥미·적성)
포기형

합계

남성
51
(41.8)

39
(20.2)

22
(41.5)

90
(86.5)

202
(42.8)

여성
71
(58.2)

154
(79.8)

31
(58.5)

14
(13.5)

270
(57.2)

합계
122
(100.0)

193
(100.0)

53
(100.0)

104
(100.0)

472
(100.0)

χ2=121.596(df=3, p=.000)

<표 Ⅳ-11> 진로타협 유형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2) 전공계열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계열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2> 참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예체능계열 48.4%(59명), 인문·사회계열 

45.9%(56명)인 반면 이공계열은 5.7%(7명)에 불과했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은 

인문·사회계열 38.9%(75명), 이공계열 37.8%(73명), 예체능계열 23.3%(45명)로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 포기형은 

인문·사회계열이 49.1%(26명)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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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4명), 24.5%(13명)로 비교적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인문·사회계열이 71.2%(74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공계열은 

26.9%(28명), 예체능계열은 1.9%(2명)에 불과했다.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계열 분포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93.162일 때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중요 요인
(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
(흥미·적성)
포기형

합계

인문·사회계열
56
(45.9)

75
(38.9)

26
(49.1)

74
(71.2)

231
(48.9)

이공계열
7
(5.7)

73
(37.8)

14
(26.4)

28
(26.9)

122
(25.8)

예체능계열
59
(48.4)

45
(23.3)

13
(24.5)

2
(1.9)

119
(25.2)

합계
122
(100.0)

193
(100.0)

53
(100.0)

104
(100.0)

472
(100.0)

χ2=93.162(df=6, p=.000)

<표 Ⅳ-12>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계열 분포 (단위: 명, %)

3) 대학 설립 유형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설립 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3> 

참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우 사립이 59.8%(73명)로 국·공립보다 

많았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은 사립이 79.8%(154명)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 포기형은 국·공립이 52.8%(28명)로 사립보다 약간 더 많았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사립이 75.0%(78명)로 국·공립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설립 유형 분포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29.159일 때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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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요 요인
(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
(흥미·적성)
포기형

합계

국·공립
49
(40.2)

39
(20.2)

28
(52.8)

26
(25.0)

142
(30.1)

사립
73
(59.8)

154
(79.8)

25
(47.2)

78
(75.0)

330
(69.9)

합계
122
(100.0)

193
(100.0)

53
(100.0)

104
(100.0)

472
(100.0)

χ2=29.159(df=3, p=.000)

<표 Ⅳ-13>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설립 유형 분포 (단위: 명, %)

4) 대학 소재지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소재지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4> 참조). 

모든 유형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유형별로 수도권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율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87.5%(9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77.0%(94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모든 요인 포기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은 

각각 60.4%(32명)와 60.1%(116명)로 비교적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소재지 분포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29.638일 때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중요 요인
(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
(흥미·적성)
포기형

합계

수도권
94
(77.0)

116
(60.1)

32
(60.4)

91
(87.5)

333
(70.6)

비수도권
28
(23.0)

77
(39.9)

21
(39.6)

13
(12.5)

139
(29.4)

합계
122
(100.0)

193
(100.0)

53
(100.0)

104
(100.0)

472
(100.0)

χ2=29.638(df=3, p=.000)

<표 Ⅳ-14>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소재지 분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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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

가. 진로타협 유형별 일자리 특성 분포

1) 기업규모

진로타협 유형별 기업규모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5> 참조). 

모든 유형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유형별로 대기업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경우 대기업 

38.5%(40명)로 다른 유형에 비해 대기업 비율이 높았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은 대기업 

26.4%(51명)로 두 번째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대기업 11.5%(14명)로 비교적 낮은 대기업 비율을 보였고, 모든 요인 포기형은 

대기업이 7.5%(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타협 유형별 기업규모 분포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31.521일 때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중요 요인
(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
(흥미·적성)
포기형

합계

대기업
108
(88.5)

142
(73.6)

49
(92.5)

64
(61.5)

363
(76.9)

중소기업
14
(11.5)

51
(26.4)

4
(7.5)

40
(38.5)

109
(23.1)

합계
122
(100.0)

193
(100.0)

53
(100.0)

104
(100.0)

472
(100.0)

χ2=31.521(df=3, p=.000)

<표 Ⅳ-15> 진로타협 유형별 기업규모 분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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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 여부

진로타협 유형별 정규직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6> 참조). 모든 

유형에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유형별로 정규직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경우 모두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 포기형 88.7%(47명),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83.6%(102명), 모든 요인 추구형 80.8%(156명) 순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타협 유형별 정규직 분포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22.846일 때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중요 요인
(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
(흥미·적성)
포기형

합계

정규직
102
(83.6)

156
(80.8)

47
(88.7)

104
(100.0)

409
(86.7)

비정규직
20
(16.4)

37
(19.2)

6
(11.3)

0
(0.0)

63
(13.3)

합계
122
(100.0)

193
(100.0)

53
(100.0)

104
(100.0)

472
(100.0)

χ2=22.846(df=3, p=.000)

<표 Ⅳ-16> 진로타협 유형별 정규직 분포 (단위: 명, %)

3) 임금

진로타협 유형별 임금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7> 참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우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이 50.0%(61명)로 

가장 많았으며, 2,500만원 미만 37.7%(46명), 3,500만원 이상 12.3%(15명)의 순으로 

많았다. 모든 요인 추구형은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39.9%(77명), 2,500만원 

미만 34.2%(66명), 3,500만원 이상 25.9%(50명)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 포기형은 2,500만원 미만 67.9%(36명),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28.3%(15명)의 순이었고 3,500만원 이상은 3.8%(2명)에 불과했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경우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이 72.1%(75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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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3,500만원 이상이 27.9%(29명)로 뒤를 이었고, 2,500만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타협 유형별 임금 분포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93.657일 때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분
중요 요인
(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
(흥미·적성)
포기형

합계

2,500만원 미만
46
(37.7)

66
(34.2)

36
(37.9)

0
(0.0)

148
(31.4)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61
(50.0)

77
(39.9)

15
(28.3)

75
(72.1)

228
(48.3)

3,500만원 이상
15
(12.3)

50
(25.9)

2
(3.8)

29
(27.9)

96
(20.3)

합계
122
(100.0)

193
(100.0)

53
(100.0)

104
(100.0)

472
(100.0)

χ2=93.657(df=6, p=.000)

<표 Ⅳ-17> 진로타협 유형별 임금 분포 (단위: 명, %)

4) 전공-직무 일치

진로타협 유형에 따른 전공-직무 일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8> 참조). 전공-직무 일치 수준의 평균은 모든 요인 추구형 3.62,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29,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74, 모든 요인 포기형 

2.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전공-직무 일치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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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전공-직무
일치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29 1.132

24.802***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62 1.223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2.43 1.118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74 0.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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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8>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직무 일치 수준

나. 진로타협 유형별 경력몰입 수준

진로타협 유형별 경력몰입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9> 참조). 

경력몰입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84, 모든 요인 추구형 2.86, 

모든 요인 포기형 1.98,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1.9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력몰입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경력몰입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84 0.876

153.073***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86 0.705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1.98 0.637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1.96 0.593 *** ***

***p<.001

<표 Ⅳ-19> 진로타협 유형별 경력몰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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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

가. 진로타협 유형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 수준

1) 심리 특성

가) 진로정체감

진로타협 유형별 진로정체감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0> 참조). 

진로정체감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24, 모든 요인 추구형 2.91,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34, 모든 요인 포기형 1.9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수준에서 진로타협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신 이해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32, 모든 요인 추구형 3.05,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38, 모든 요인 포기형 1.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각 유형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 이해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10, 모든 요인 추구형 

2.70,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17, 모든 요인 포기형 2.06의 순으로 높았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직업 이해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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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진로정체감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24 0.928

46.953***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91 0.786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1.99 0.420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34 0.611 ** ***

자신
이해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32 0.837

54.569***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05 0.902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1.87 0.537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38 0.730 *** *** **

직업
이해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10 1.126

32.364***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70 0.825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2.06 0.422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17 0.537 *** ***

능력
자신감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33 0.857

21.075***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04 0.889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2.33 0.459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76 0.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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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0> 진로타협 유형별 진로정체감 및 하위요인 수준

능력 자신감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33, 모든 요인 추구형 

3.04,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76, 모든 요인 포기형 2.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능력 자신감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취업스트레스

진로타협 유형별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1> 참조).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모든 요인 포기형 3.25,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98,  모든 요인 추구형 2.31,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2.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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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취업스트레스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2.08 0.772

44.745***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31 0.692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3.25 0.525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98 1.047 *** ***

성격
스트레스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2.03 0.850

54.920***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71 0.975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3.51 0.634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3.39 0.971 *** ***

가족환경
스트레스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1.84 0.978

55.936***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1.83 0.873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3.54 1.307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83 1.177 *** *** **

학업
스트레스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2.18 0.872

18.283***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38 0.946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3.25 0.726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81 1.281 *** **

학교환경
스트레스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2.16 1.099

12.005***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31 1.031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3.03 1.170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78 1.181 ** **

취업불안
스트레스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2.30 0.733

14.921***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2.20 0.977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2.57 0.746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94 1.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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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1> 진로타협 유형별 취업스트레스 및 하위요인 수준

세부적으로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수준에서 진로타협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격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모든 요인 포기형 3.51,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3.39, 모든 요인 추구형 2.71,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2.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성격 스트레스 수준이 모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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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환경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모든 요인 포기형 3.54,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83,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1.84, 모든 요인 추구형 1.83의 순으로 

높았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모든 

요인 포기형의 가족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모든 요인 포기형 3.25,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81, 모든 요인 추구형 2.38,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2.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환경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모든 요인 포기형 3.03,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78,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2.31, 모든 요인 추구형 2.16의 순으로 

높았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학교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불안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94, 모든 요인 

포기형 2.57,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2.30, 모든 요인 추구형 2.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취업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공 특성

가) 전공만족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만족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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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만족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69, 모든 요인 추구형 3.38,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75, 모든 요인 포기형 2.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전공만족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전공만족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69 0.799

31.954***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38 0.923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2.61 0.692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75 0.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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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2>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만족 수준

나) 전공에 대한 지지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3> 

참조).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36, 모든 요인 

추구형 3.29,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56, 모든 요인 포기형 2.2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의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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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전공에 대한
지지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36 1.090

35.859***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29 0.753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2.27 0.649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56 0.833 *** ***

***p<.001

<표 Ⅳ-23>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

3) 부모 특성

가) 부모의 성취 기대

진로타협 유형별 부모의 성취 기대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4> 

참조). 아버지 기대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3.89, 모든 요인 

추구형 3.60, 모든 요인 포기형 3.29,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2.5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의 아버지 기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기대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3.98, 모든 요인 포기형 

3.63, 모든 요인 추구형 3.55,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2.82의 순으로 높았고,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의 어머니 기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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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아버지
기대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2.57 1.037

45.071***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60 0.924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3.29 0.544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3.89 0.964 *** **

어머니
기대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2.82 1.188

27.184***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55 0.951 ***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3.63 0.779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3.98 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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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4> 진로타협 유형별 부모의 성취 기대 수준

나) 부모의 경제적 지지

진로타협 유형별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5> 

참조).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의 평균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3.76, 모든 

요인 추구형 3.63, 모든 요인 포기형 2.79,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2.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의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부모의
경제적지지

a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122 3.76 1.026

35.059***
b 모든 요인 추구형 193 3.63 0.976
c 모든 요인 포기형 53 2.79 1.056 *** ***

d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 104 2.63 1.008 *** ***

***p<.001

<표 Ⅳ-25> 진로타협 유형별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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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타협 유형과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과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종속변인 중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진로타협 유형 중 어떤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할 것인지 먼저 고려하였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몰입 수준을 보일 뿐 아니라 일자리 특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전공계열, 대학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을 통제변인으로, 심리 특성(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과 부모 특성(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6> 참조).

먼저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절편만을 포함한 모형의 

–2LL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584.88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통해 진로타협 유형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ox & Snell R2 값은 .676, Nagelkerke R2 값은 .762, McFadden R2 값은 

.451로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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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든요인추구형 vs.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모든요인포기형 vs.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중요요인(흥미·적성)포기형vs.
중요요인(흥미·적성)추구형

B Exp(B) B Exp(B) B Exp(B)
상수 -3.944 6.627* -3.540
통제변인
성별(여성=0) -1.754*** 0.173 0.304 1.356 2.060*** 7.84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0)

이공계열 2.863*** 17.514 0.733 2.082 2.667*** 14.397
예체능계열 0.125 1.133 -0.308 0.735 -0.980 0.375

대학 설립 유형(국·공립=0) 2.453*** 11.623 -1.879* 0.153 -1.587** 0.204
대학 소재지(비수도권=0) -0.052 0.949 -0.951 0.386 -2.060** 0.127
심리 특성
진로정체감 -0.679* 0.507 -2.016*** 0.133 -1.214** 0.297
취업스트레스 -1.010 0.364 1.798** 6.038 0.406 1.500
전공 특성
전공만족 -0.257* 0.773 -0.331* 0.718 -0.809* 0.445
전공에 대한 지지 1.889 6.614 -0.469 0.626 -0.886** 0.412
부모 특성

부모의 성취 기대
아버지기대 1.338*** 3.811 -0.330 0.719 1.268*** 3.554
어머니기대 1.049** 2.855 0.170 1.186 0.928* 2.529

부모의 경제적 지지 -1.180 0.307 -0.099 0.906 -1.156*** 0.315
N 472

-2Log Likelihood 584.880
model chi-square 636.884***

Pseudo R-square
Cox & Snell R2 .676
Nagelkerke R2 .762
McFadden R2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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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6> 진로타협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중에서는 성별, 전공계열, 대학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 모두 

진로타협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인 경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5.780배(1/0.1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인 경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7.8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에는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계열의 

경우,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비교하여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17.514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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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14.39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비교하여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에는 전공계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설립 유형은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11.623배 증가하는 반면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은 6.536배(1/0.153),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은 

4.902배(1/0.2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7.874배(1/0.1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유형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심리 특성 변인 중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취업스트레스 모두 진로타협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정체감의 경우 1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1.972배(1/0.507),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7.519배(1/0.133),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3.367배(1/0.2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스트레스는 1수준이 

높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6.0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이나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 특성 변인 중에서는 전공만족과 전공에 대한 지지 모두 진로타협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은 1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1.294배(1/0.773),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1.393배(1/0.718),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2.247배(1/0.44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에 대한 지지의 경우, 1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2.427배(1/0.4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이나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 특성 변인 중에서는 아버지 기대, 어머니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 모두 

진로타협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 기대는 1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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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3.811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3.55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 기대의 경우, 1수준이 높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2.855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2.5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1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3.175배(1/0.3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이나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며, 각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화에 관한 논의

1)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에 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진로타협이란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동안 여러 가지 

제한 여건으로 인해 구직을 결정했을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진로타협 요인을 포기하여 성취 가능한 대안을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진로타협 요인은 대졸 신입사원이 일자리와 관련하여 고려하는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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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요소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요인으로 지위 측면에서 임금, 학력, 

사회적 인정과 흥미·적성 측면에서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등 6개 요인을 

설정하였다.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을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들의 진로타협 유형은 

①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② 모든 요인 추구형, ③ 모든 요인 포기형, ④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양상과 유형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신입사원들은 구직활동 당시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 등 흥미·적성 측면의 요인들을 임금, 사회적 인정, 학력 등 지위 측면의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자리 선택 시 자신의 흥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재연, 2009; 김은희, 김봉환, 2010; 김장회, 2012; 김장회, 김계현, 2010)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를 통해 대졸 신입사원들은 구직활동 당시 자신의 흥미·적성에 

맞는 일자리로의 취업을 희망했음을 알 수 있다. 타협 수준 측면에서는 대졸 

신입사원들은 임금을 가장 많이 타협하였으며, 학력을 제외한 사회적 인정, 전공 활용 

가능성, 흥미, 적성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타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요인들에 대해 타협을 경험한 결과는 개인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타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Chen, 2004)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졸 신입사원들이 중요도가 높았던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협을 경험한 것은 대학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이 어려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대졸 신입사원들은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쉽지 않은 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이를 포기해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력은 다른 진로타협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와 타협 수준이 모두 낮았는데, 

이는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교육수준이 지위 타협의 세부 요인이라는 선행연구(Holt, 

1989; Leung & Plake, 1990 등)와는 다른 결과로, 대졸 청년층에게 있어 학력은 다른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 포기를 고려하는 타협 요인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충분조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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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졸 신입사원들의 진로타협 유형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진로타협 유형을 통해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양상이 정형화된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로타협이 개인차를 갖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Gati, 1993) 큰 틀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네 가지 진로타협 유형은 직업 선택 상황에서의 진로타협이 ① 흥미와 지위의 타협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 ② 지위의 타협 수준이 높고 흥미의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 ③ 

흥미의 타협 수준이 높고 지위의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 ④ 흥미와 지위의 타협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선행연구(강재연, 2009; 김현석, 2011) 결과를 

지지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도출된 진로타협 유형은 선행연구의 진로타협 유형과 

구분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흥미와 지위의 타협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 흥미와 지위의 타협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 흥미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 지위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 및 타협상황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노동시장 이행 시의 진로타협 

상황을 가정하여 이들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하였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과거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실제 진로타협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타협을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유형별 비율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진로타협 유형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만을 기준으로 

도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과 함께 각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진로타협 유형은 ‘어떤 진로타협 요인을 많이 타협했는가?’와 더불어 ‘어떤 진로타협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 유형 중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은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도가 높았던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반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은 중요도가 높았던 요인의 타협 수준이 

높았다. 이처럼 직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을 포기한 유형이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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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으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네 가지 진로타협 유형은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유형에서 흥미와 적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흥미를 가장 중요한 타협요인으로 고려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은희, 김봉환, 

2010; 김장회, 김계현, 2010 등)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졸 

신입사원들이 구직활동 당시에 직업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는데, 

대학생들은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Baumgardner, 1982). 즉, 대졸 신입사원들은 구직활동 당시에 특정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흥미와 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각 

진로타협 유형이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개인이 

속성 간 상대적 중요성에 기반하여 타협한다는 Gati(1993)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Gati(1993)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요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타협하므로, 각 유형의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가 유사하다면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졸 신입사원들의 

진로타협이 중요한 타인의 선호 등 외재적 상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타인의 선호가 개인의 선호와 대립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중요한 타인의 선호 사이에서 또 다른 타협을 경험하기 때문이다(Gati, 1993). 

즉, 흥미와 적성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들은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자신의 선호에 맞춰 타협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취업을 위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는 거의 타협하지 않은 유형이다. 이들은 강재연(2009)과 김현석(2011)이 

보고한 지위타협형 및 신아름(2012)의 흥미·적성 추구형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사회적 인정, 임금, 학력보다 높았고, 임금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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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타협 수준은 높은 반면 학력, 전공 활용 가능성, 적성, 흥미의 타협 수준은 낮다.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적성과 흥미의 타협 수준이 매우 낮고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도 낮은 타협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중요했던 흥미와 적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 

가능한 대안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낮은 타협 상황에서는 개인이 흥미를 가장 타협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Gottfredson, 1996),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비교적 타협 상황의 심각도가 낮았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요인 추구형은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들은 강재연(2009)과 김현석(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무타협 

유형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모든 요인 추구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임금, 사회적 인정, 학력보다 

높았고, 모든 진로타협 요인의 타협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 

이미지와 직업적 대안의 차이가 클수록 타협을 크게 느낀다는 Gati(1993)의 논의를 

고려했을 때,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비교적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했으며, 이로 인해 취업을 위한 타협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았던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 흥미의 

타협 수준이 사회적 인정보다 높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를 선택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모든 요인 포기형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흥미, 적성, 임금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과 반대로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타협 수준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들은 강재연(2009)과 김현석(2011)이 보고한 

전체타협 유형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모든 요인 포기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흥미, 적성, 임금의 상대적 중요도가 전공 활용 가능성, 사회적 인정, 

학력보다 높았고, 모든 진로타협 요인의 타협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Gati(1993)의 논의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적 대안들이 희망했던 직업 이미지와 큰 차이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곧 이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중요도가 높았던 흥미, 적성, 임금에 대해서도 높은 



- 132 -

타협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취업을 위한 타협의 필요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모든 요인 포기형은 다른 유형보다 전공 활용 가능성의 중요도가 낮았으며, 

학력과 전공 활용 가능성의 타협 수준은 더 높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곱째,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취업을 위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흥미와 

적성을 높은 수준으로 타협한 유형이다. 이들은 강재연(2009)과 김현석(2011)이 

보고한 흥미타협형 및 신아름(2012)의 사회적 지위 추구형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사회적 인정, 임금, 학력보다 높았다는 점에서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유사하나, 흥미와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의 타협 수준은 

높은 반면 사회적 인정, 임금, 학력의 타협 수준은 낮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다른 유형보다 임금과 학력의 타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용할 수 없는 대안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하는 높은 타협 상황에서는 

흥미보다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는 Gottfredson(1996)의 논의를 

고려했을 때, 이들은 비교적 선택 가능한 대안이 적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특정 대안을 선택해야만 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임금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논의

이 연구에서 도출된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성별, 전공계열, 대학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에 따라 진로타협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별 성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대다수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은 여성이 더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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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요인 추구형은 여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과 사회적 인정 등을 타협하지 않으려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과 사회적 인정보다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타협하지 않으려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장회, 김계현, 2010; 이기학, 조미랑, 2003; 이자명 외, 2015; 

Gottfredson, 2002 등)를 지지한다. 특히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타협 수준이 높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서 여성이 5.2%에 불과한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의 진로타협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은 사회적 지위를, 여성은 

자신의 흥미·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별 전공계열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요인 추구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은 계열 간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이공계열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인문계열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데 반해 예체능계열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계열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인문·사회계열이 흥미와 

적성이 중요했음에도 임금과 사회적 인정 등 지위 측면 요인의 타협 수준이 낮은 

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공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상당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해당 전문성이 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정지선 외, 

2011), 다른 계열보다 전공 일치도(주무현 외, 2008)와 직업의 금전적 보상(이성욱, 

2013)을 중요하게 고려함에 따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예체능계열의 분포가 특히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했으며, 다른 계열에 비해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명확하고(고향자, 1993)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박안숙, 김혜경, 2016)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설립 유형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유형과 달리 모든 요인 포기형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서 특히 사립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립대학 출신 대졸 신입사원들이 국·공립대학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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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사원들보다 비교적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한 상황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했고 진로역량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변수연, 2013; 정지은, 2017)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별 대학 소재지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유형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도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학생의 졸업 후 취업 성과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김희삼, 2010; 오호영, 2007; 진미석, 2013)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역시 모든 요인 추구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에 비해 

수도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생이 수도권 대학생보다 낮은 

진로특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종한, 홍아정, 2012)를 지지하는 것으로, 수도권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이해도, 전공 및 직업이해도, 진로역량 등이 취업 

상황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를 추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에 관한 

논의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결과 측면에서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을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임금, 전공-직무 일치 등의 일자리 특성과 

경력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유형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게 나타났으나 

각 유형별로 대기업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대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모든 요인 포기형의 대기업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이재은, 2015), 

자신의 흥미와 적성보다 임금과 사회적 인정 등 지위 측면 요인을 추구했던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대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실제 현실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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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흥미·적성 뿐 아니라 직업의 지위 

측면 요인까지 모두 포기한 모든 요인 포기형이 낮은 대기업 비율을 보이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역시 모든 요인 추구형이나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비해 낮은 대기업 비율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직업 선택 시 흥미, 적성, 경력에 대한 

비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한국중소기업학회, 2017)와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정규직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유형별로 

정규직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 모두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 

임금, 복리후생 혜택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문혜진, 2012)을 고려했을 때, 

정규직에서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이들이 지위 

측면의 요인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요인 

추구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요인 추구형의 경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마찬가지로 지위 

측면 요인의 타협 수준이 비교적 낮으므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나 모든 

요인 포기형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여성의 57.0%(154명)가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업의 

지위 측면 요인에 대한 선호가 낮으며(김장회, 김계현, 2010; 박관성, 김지현, 2009; 

이기학, 조미랑, 2003; 이자명 외, 2015),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모든 요인 추구형의 경우 

정규직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모든 유형 추구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이 정규직 여부보다 대기업으로의 취업이나 높은 임금이 중요했다면,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을 포기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더라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모든 유형 추구형의 경우 구직활동 당시에 정규직을 희망하는 

수준이 비교적 낮았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위 측면 요인의 타협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 136 -

셋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임금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의 경우 대다수가 

3,500만원 미만 임금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3,500만원 이상 임금 구간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이 

진로타협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타협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금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2,500만원 

임금 구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타협 상황에서 임금의 타협 수준에 따라 실제 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전공-직무 일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직무 일치 수준은 모든 요인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의 순으로 

높았고, 구체적으로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전공-직무 

일치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직무 일치가 개인의 전공 분야와 수행하는 직무 내용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임을 고려했을 때(조예나, 2016),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에 비해 전공 활용 가능성의 타협 수준이 낮은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전공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동시에(Sattinger, 1993) 개인의 흥미를 

반영하는 지표로 논의된다는 점(Holt, 1989)에서, 흥미와 적성의 타협 수준이 높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의 전공-직무 일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경력몰입 수준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순으로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력몰입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의 경력몰입 수준이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타협한 경우 직업의 흥미 영역을 

타협했을 때보다 심리적인 수용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Gottfredson(1996)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직업의 외재적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과 사회적 인정 등 지위 측면 



- 137 -

요인보다는 내재적 가치에 해당하는 흥미·적성 측면 요인의 타협이 진로타협 후 심리적 

수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지속적인 흥미가 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Lent, Brown과 

Hackett(199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진로타협 상황에서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경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모든 요인 추구형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높은 경력몰입을 보인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까지 모두 추구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요소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타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분야에 애착을 갖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진로타협이 직무만족, 행복감, 고용가능성, 

진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reed & Blume, 2013; Creed & 

Gagliardi, 2015; Creed & Hughes, 2013; Hesketh & McLachlan, 1991; 

Tsaousides & Jome, 2008)의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으로써, 진로타협의 결과와 적응을 

논의함에 있어 타협 수준 뿐 아니라 타협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감 및 취업스트레스 등의 심리 특성, 전공만족 및 

전공에 대한 지지 등의 전공 특성, 부모의 성취 기대 및 부모의 경제적 지지 등의 부모 

특성 모두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동안 지각한 진로정체감은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진로정체감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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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형의 순으로 진로정체감을 높게 지각했으며, 구체적으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요인 포기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신 이해와 

능력 자신감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다는 것은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료하고 안정된 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Holland, 

et al., 1980),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은 경우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낮고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유혜림, 2015). 진로타협 관련 선행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 관련 

요인을 타협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강재연, 2009; 고정훈, 2010)을 

고려했을 때,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흥미나 적성의 타협 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동안 지각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순으로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했으며, 구체적으로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성격 

스트레스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모든 요인 포기형은 가족환경 

스트레스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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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로타협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라영안 외, 2017; 송영주, 손재환, 2017; Creed & Gagliardi, 2015)를 지지한다. 

또한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을수록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모든 요인 포기형이 모든 진로타협 요인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특히 모든 요인 포기형의 가족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외재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타협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 재학 당시 지각한 전공만족은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전공만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의 순으로 전공만족을 높게 지각했으며, 구체적으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전공만족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전공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공만족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전공이 자신의 흥미와 일치할수록 

전공만족 수준이 높으며(임수영, 2014) 전공만족이 높은 경우 타협 상황에서 흥미와 

적성을 지키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오상훈, 2008)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관한 가치를 이해하고 

해당 전공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점에서(이혜민, 2017; 조준오, 

송주연, 2011; Holland, 1997), 전공만족 수준과 함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흥미와 적성을 거의 타협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 재학 당시 지각한 전공에 대한 지지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의 순으로 전공에 대한 지지를 높게 지각했으며,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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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의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공에 

대한 지지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이 인식하는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 개인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논의(Lent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전공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경우 자신의 전공에 대해 

보다 만족함을 고려했을 때(권현주 외, 2012; 이수희 외, 2016),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다른 유형보다 전공만족 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진로타협 상황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거의 타협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당시 지각한 부모의 성취 기대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아버지 기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순으로 아버지 기대를 높게 지각했으며, 구체적으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의 아버지 기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아버지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기대의 경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순으로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의 어머니 기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어머니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버지 기대와 어머니 기대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기대와 어머니 기대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두 임금과 사회적 인정 등 지위 측면의 타협 수준이 낮다는 공통점을 가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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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성취 기대가 자녀의 사회적 지위 추구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흥미를 

타협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경하, 2012)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가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며(김의철, 박영신, 1999; 홍미현, 

장성숙, 2015), 개인의 성취동기는 진로타협 요인 중 지위 측면 요인의 추구와는 정적 

상관을, 흥미·적성 측면 요인의 추구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신아름, 2012)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부모의 

성취 기대로 인해 임금과 사회적 인정 등을 낮은 수준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당시 지각한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순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지를 높게 지각했으며, 

구체적으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의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집단은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높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은선, 2012)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직업 선택 시 

사회적 지위, 특히 임금을 추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경우 임금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타협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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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특성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며, 각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진로타협의 개념 및 관련 이론, 진로타협 유형 관련 선행연구,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유형과 결과 변인 및 선행 변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을 

유형화하였으며, 둘째,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일자리 특성, 

경력몰입)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셋째,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및 부모 

특성(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으로 취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2년 미만의 신입사원 전체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 표집 수를 600부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3개년 동안의 기업규모별 

경력 2년 이하의 대졸 취업자 비율을 고려하여 대기업 신입사원 120명, 중소기업 

신입사원 480명을 유의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로는 진로타협 유형,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 

결과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중 진로타협 유형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① 임금, ② 교육수준(학력), ③ 사회적 

인정, ④ 흥미, ⑤ 적성, ⑥ 전공 활용 가능성의 6가지 진로타협 요인으로 구인화 한 후, 

문항 반응양식 설정, 예비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본조사의 과정을 거쳐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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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배포와 수집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600부 중 527부가 회수되어 87.8%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527부 중 무응답,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자료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자료, 진로타협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응답의 일관성 비율(CR)이 0.1을 초과한 자료 등 55부를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109부(유효자료율 90.8%), 중소기업 363부(유효자료율 75.6%) 등 총 

472부(유효자료율 78.7%)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① 진로타협 유형화 단계, ②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 ③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 관계 분석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① 진로타협 유형화 단계는 탐색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단일집단 모델에서 출발하여 집단수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가장 적합한 모델을 발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장 적합한 유형수를 가진 최적 

모델은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모형검증치(AIC, BIC, ABIC, VLRT, LRT, Entropy)와 

유형수별 진로타협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②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는 진로타협 유형에 따른 일자리 특성(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임금, 전공-직무 일치)과 경력몰입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검정과 F검정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③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 관계 분석 단계에서는 진로타협 유형에 따른 심리 특성(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 전공 특성(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부모 특성(부모의 성취 기대, 

부모의 경제적 지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특성이 진로타협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분된 잠재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특정한 유형에 속할 확률을 구하였으며, 이때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② 진로타협 

유형별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단계에서 경력몰입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된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신입사원들은 구직활동 당시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 등 흥미·적성 측면의 요인들을 임금, 사회적 인정, 학력 등 지위 측면의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임금을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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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했고, 학력은 가장 타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 명명되었다. 네 가지 진로타협 유형은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측면에서는 타협 수준이 

높은 진로타협 요인과 낮은 진로타협 요인이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은 중요도가 높은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낮은 반면,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중요도가 높은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이 높았다.

셋째,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의 경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의 대기업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정규직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금 분포의 경우 모든 요인 포기형은 비교적 낮은 임금 

구간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높은 임금 구간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직무 일치 수준은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몰입 

수준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동안 지각한 진로정체감은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진로정체감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요인 포기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신 이해와 능력 자신감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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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다섯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동안 지각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성격 

스트레스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모든 요인 포기형은 가족환경 

스트레스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 재학 당시 지각한 전공만족은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전공만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전공만족 수준이 다른 세 개 유형보다 높고, 모든 요인 

추구형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전공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공만족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 재학 당시 지각한 전공에 대한 지지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의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과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공에 대한 지지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47 -

여덟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당시 지각한 부모의 성취 기대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부모의 성취 기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의 

아버지 기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모든 요인 포기형보다 아버지 기대 수준이 높았으며,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모든 요인 포기형, 모든 요인 추구형의 어머니 기대 수준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높고,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이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어머니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성취 기대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기대와 어머니 기대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모든 요인 추구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대졸 신입사원이 구직활동 당시 지각한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진로타협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모든 요인 추구형의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서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으로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신입사원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타협을 경험하며, 이들의 진로타협 

양상은 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 모든 요인 추구형, 모든 요인 포기형,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 등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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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타협 유형은 각 진로타협 요인에 대한 타협 수준 뿐 아니라,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의 타협 여부 측면에서도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든 요인 포기형과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중요도가 높았던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협을 경험한 유형으로, 이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구조적 

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취업을 위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중요했던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는 거의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동시장 이행 전 

진로정체감, 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높은 반면 

취업스트레스와 부모의 성취 기대는 낮았던 특징을 보인다. 즉,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노동시장 이행 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상을 

갖고 있었고, 전공에 만족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직업적 성취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은 상황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중요했던 흥미와 적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모든 요인 추구형은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타협한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비교적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했으며, 취업을 위한 

타협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요인 추구형은 노동시장 이행 전 

부모로부터 높은 수준의 성취 기대를 받았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로 인해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았던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더 

타협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요인 추구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한 상황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타협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성취 기대로 인해 사회적 인정을 특히 덜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모든 요인 포기형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흥미, 적성, 임금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모든 요인 추구형과 반대로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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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타협한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선택 가능한 직업적 대안들이 희망했던 

직업 이미지와 큰 차이를 갖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요인 포기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 전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으며, 가족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던 특징을 보인다. 즉, 모든 요인 포기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했으며, 가족이라는 외재적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들로,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 흥미, 전공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나,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과는 반대로 취업을 위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흥미와 

적성을 높은 수준으로 타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 전 취업스트레스와 부모의 성취 기대는 높은 반면 진로정체감, 전공만족, 

전공에 대한 지지, 부모의 경제적 지지는 낮았던 특징을 보인다. 즉, 중요 

요인(흥미·적성) 포기형에 속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노동시장 이행 전 직업적 성취에 

대한 압박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자신과 전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흥미, 적성, 전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임금, 사회적 인정 등 직업의 지위 측면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 유형은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임금, 

전공-직무 일치 등 일자리 특성 측면에서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다른 

유형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경력몰입 측면에서는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유형이 자신의 경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흥미와 적성을 거의 

타협하지 않은 것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경우,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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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 결과에 대한 심리적인 수용이 원활히 일어날 뿐 아니라 

향후 경력개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낮은 타협 수준을 보이는 모든 요인 추구형보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의 경력몰입 수준이 높은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 시 개인이 진로타협 

상황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추구하고,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요인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부모 특성은 대졸 신입사원의 

진로타협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전공에 대한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성취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보다 다른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 중요 

요인(흥미·적성) 추구형이 노동시장 이행 후 결과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데에 노동시장 이행 전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에 관한 심리적인 어려움, 대학에서의 

전공에 대한 만족, 진로와 전공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개인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입사 후 경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제언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진로타협 관련 후속연구와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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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속연구 제언

첫째,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이 연구대상에 상관없이 유사한가에 

대해 학력에 따라 연구대상을 다양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대졸 

청년층 외에 전문대졸과 고졸, 특히 직업계고졸의 진로타협 양상을 구명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졸 일자리와 고졸 및 전문대졸의 일자리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일반 4년제 대학에 비해 직업계고 및 전문대에서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직업계고졸 및 전문대졸의 경우 자신이 받은 

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이 대상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흥미·적성 간의 타협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학력이나 직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종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노동시장에 이행한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진로타협 경험에 대해 

회고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회고적 자료의 경우 구직활동 당시의 개인의 실제 

경험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데, 기억의 왜곡, 조작, 미화 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의 구직활동 당시부터 

입사 이후까지의 시기동안 이들의 진로타협 과정과 결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타협 측정 시 보다 정교하게 도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포기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개인이 

희망했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낮은 

타협 수준을 보이는 응답자 간에도 희망했던 수준과 현재 수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4,000만원 수준의 임금을 희망했으나 연 3,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와 연 3,000만원 수준의 임금을 희망했으나 연 2,0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객관적으로 포기한 임금 금액의 크기가 서로 다르지만 주관적인 

포기 수준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타협 수준과 객관적인 타협 

수준을 함께 측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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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했던 수준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희망했던 수준 및 현재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도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타협의 결과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의 이후의 경력에 대한 태도 관점에서 경력몰입을 결과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경력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타협 이후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경력몰입 뿐 아니라 

직무만족, 직장만족, 이직의도 등 다양한 변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타협한 

내용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장만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연구 뿐 아니라 관계연구를 통해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타협 과정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진로타협과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 전 특성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진로타협 유형과 노동시장 이행 전 심리 특성, 전공 특성 및 부모 특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특성들이 직접적으로 

진로타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구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 전의 다양한 

특성들이 각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 예컨대 임금 타협이나 흥미 타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 

외에도 개인의 성격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수행한 행동 등의 변인과 진로타협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진로타협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타협 수준을 분석하여 개인이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타협했는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이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왜’ 타협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흥미와 적성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협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양상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이 중요한 요인을 타협한 이유가 채용 

가능성과 같은 외재적 원인과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의 부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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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원인 중 무엇 때문인지, 그에 따라 진로타협 결과에 대한 심리적인 수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진로타협 수준 측정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측정방법에 따라 일관된 

진로타협 수준이 도출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타협 

요인별 타협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개인이 각 진로타협 요인에 대해 얼마나 포기했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반면 개인의 진로타협 경험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희망했던 수준과 현재 수준 간 차이값을 진로타협 수준으로 

활용하거나, 희망했던 수준에 비해 현재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타협 관련 연구 

결과의 통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어떤 측정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유사한 진로타협 

수준이 나타난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측정방법 간의 

진로타협 수준 값을 상호 비교하는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연구결과의 활용

첫째,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시 개인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신의 경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을 위해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타협한 경우 이를 추구했을 때에 비해 자신의 경력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이직이나 퇴직에 영향을 주어 원활한 경력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도록 지도할 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년제 대학의 학과 측면에서는 전공 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와 함께 적절한 

학습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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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데에 전공만족 및 전공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의 전공에 

대한 교육 만족도와 전공 내에서의 사회적인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교육과정 질을 제고하는 것 뿐 아니라 학습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교수 및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와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멘토-멘티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전공 관련 연구회 

활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향후 개인이 취업 시 자신의 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직 측면에서는 각 진로타협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조직적응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흥미 타협형과 적성 타협형의 경력몰입 수준이 사회적 지위 타협형에 

비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은 조직에 적응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이직을 결정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 타협형과 적성 타협형은 임금과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포기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조직은 직무순환제도 등을 통해 이들이 조직 내에서 흥미나 적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경력에 

보다 애착을 갖고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개입 전략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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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용 도구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관련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귀중한 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타협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응답해 주신 결과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연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지는 총 7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류지은

지도교수 정진철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 880-4712,  C.P: 010-9969-5361

                  e-mail: fbrjqn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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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각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 예) 임금과 흥미 중 임금이 매우 더 중요했던 경우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임금 ●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교육수준(학력)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인정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인정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사회적 인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사회적 인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인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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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진로타협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로타협이란 현실 여건으로 인해 

귀하가 구직을 결정했을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당신은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 

포기했다

상당히

포기했다

매우

포기했다

1 당신이 원하던 임금 수준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2 당신의 교육수준(학력)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3 당신이 원하던 사회적 인정 수준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4 당신의 흥미를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5 당신의 적성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6 당신의 전공 활용 가능성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Ⅲ. 다음은 귀하의 대학 재학 당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대학 재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공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즐겼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공 학업생활에 대체로 만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이 주는 지적인 자극을 즐겼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전공 교과에 열정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전공수업을 통해 배워온 지식의 양에 만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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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진로와 관련하여 인식했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의 나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지 몰라서 염려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잘못된 직업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게 있어서 진로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진로에 관한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혼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선택에 관한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특정한 어느 한 직업이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는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어느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어져 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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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취업과 관련하여 느꼈던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에 대해 걱정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가 나려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꿈속에서도 취업걱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취업에 실패하진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 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 등의 복용이 늘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을 잃을 정도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취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 또다시 실패가 되풀이 될까봐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취업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동안 취업정보센터나 취업관련 

사이트, 신문·잡지의 구직란을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대학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취업하여 

해결해야 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상 돈을 

벌어야 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어 취업을 해야하는 실정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경제사정으로 졸업 후 취업해야 하지만 몹시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4
가족과의 불화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어려워 

답답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실력을 가졌지만 우리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 

불리할까봐 걱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지도교수님은 나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지 않아 

섭섭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벌 때문에 취업 조건에서 불리한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취업에 있어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취업공부로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장차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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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을 경우 조부모님 등 주 양육자를 떠올리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부모님은 내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성공이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진 

직업을 성취하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취업하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갖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 귀하가 느꼈던 진로 관련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을 경우 조부모님 등 주 양육자를 떠올리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 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내주실 의향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부모님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의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의 학비를 지원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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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 귀하가 느꼈던 전공 관련 주위의 지지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 재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교나 선·후배, 동기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에게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Ⅸ. 다음은 귀하가 몸담고 있는 직업 분야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말로 현재의 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현재의 직종에서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의 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일을 포기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의 일이 이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의 일을 하면서 실망하게 된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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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아래의 문항들은 단지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대학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사회계열   ② 이공계열   ③ 예체능계열   ④ 기타(             )

3. 귀하가 졸업한 대학의 설립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국·공립    ② 사립

4. 귀하가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5.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 포함)

  ① 1~9명     ② 10~299명    ③ 300명 이상

6.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7. 귀하의 현재 연봉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0만원 미만     ②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③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④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⑤ 3500만원 이상

8.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귀하의 전공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일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일치한다

9. 귀하의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10.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기타(                           )

11.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① 기획·관리·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고객관리  ⑥ 기타(        )

12. 귀하는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상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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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조사용 도구

대졸 신입사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로타협 관련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귀중한 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타협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응답해 주신 결과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연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지는 총 7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류지은

지도교수 정진철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 880-4712,  C.P: 010-9969-5361

                  e-mail: fbrjqn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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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각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 예) 임금과 흥미 중 임금이 매우 더 중요했던 경우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임금 ●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교육수준(학력)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인정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임금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인정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나의 교육수준(학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사회적 인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사회적 인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인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나의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항목(A)
A가 더 중요했음

← 

비슷

했음

B가 더 중요했음

→ 
항목(B)

나의 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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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진로타협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로타협이란 현실 여건으로 인해 

귀하가 구직을 결정했을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당신은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 

포기했다

상당히

포기했다

매우

포기했다

1 당신이 원하던 임금 수준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2 당신의 교육수준(학력)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3 당신이 원하던 사회적 인정 수준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4 당신의 흥미를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5 당신의 적성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6 당신의 전공 활용 가능성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0 ① ② ③

Ⅲ. 다음은 귀하의 대학 재학 당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대학 재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의 교육 분위기가 편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공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즐겼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공 학업생활에 대체로 만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이 주는 지적인 자극을 즐겼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전공 교과에 열정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전공수업을 통해 배워온 지식의 양에 만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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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진로와 관련하여 인식했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의 나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지 몰라서 염려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잘못된 직업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게 있어서 진로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진로에 관한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혼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선택에 관한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특정한 어느 한 직업이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는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어느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어져 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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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취업과 관련하여 느꼈던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에 대해 걱정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가 나려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꿈속에서도 취업걱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취업에 실패하진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 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 등의 복용이 늘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을 잃을 정도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취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 또다시 실패가 되풀이 될까봐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취업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동안 취업정보센터나 취업관련 

사이트, 신문·잡지의 구직란을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대학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취업하여 

해결해야 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상 돈을 

벌어야 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어 취업을 해야하는 실정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경제사정으로 졸업 후 취업해야 하지만 몹시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4
가족과의 불화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어려워 

답답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실력을 가졌지만 우리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 

불리할까봐 걱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지도교수님은 나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지 않아 

섭섭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벌 때문에 취업 조건에서 불리한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취업에 있어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취업공부로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장차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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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하기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을 경우 조부모님 등 주 양육자를 떠올리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문항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부모님은 내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성공이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진 

직업을 성취하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취업하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갖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길 원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 귀하가 느꼈던 진로 관련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 전 

구직활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을 경우 조부모님 등 주 양육자를 떠올리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 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내주실 의향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부모님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의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의 학비를 지원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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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 귀하가 느꼈던 전공 관련 주위의 지지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 재학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 영역 내에 롤 모델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교나 선·후배, 동기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에게 전공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도교수님의 지원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Ⅸ. 다음은 귀하가 몸담고 있는 직업 분야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말로 현재의 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현재의 직종에서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의 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일을 포기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의 일이 이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의 일을 하면서 실망하게 된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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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아래의 문항들은 단지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대학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사회계열   ② 이공계열   ③ 예체능계열   ④ 기타(             )

3. 귀하가 졸업한 대학의 설립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국·공립    ② 사립

4. 귀하가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5.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 포함)

  ① 1~9명     ② 10~299명    ③ 300명 이상

6.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7. 귀하의 현재 연봉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0만원 미만     ②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③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④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⑤ 3500만원 이상

8.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귀하의 전공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일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일치한다

9. 귀하의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10.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⑳ 농업, 임업 및 어업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④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⑤ 건설업

⑥ 도매 및 소매업

⑦ 운수업

⑧ 숙박 및 음식점업

⑨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⑩ 금융 및 보험업

⑪ 부동산 및 임대업

⑫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⑭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⑮ 교육 서비스업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⑱ 기타(                           )

11.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① 기획·관리·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고객관리  ⑥ 기타(        )

12. 귀하는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상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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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예비조사 결과

타협요인 문항 문항-전체 상관계수
임금 1 .388

교육수준(학력) 2 .630
사회적 인정 3 .490
흥미 4 .659
적성 5 .566

전공 활용 가능성 6 .656

[부록 3-1] 진로타협 유형 측정도구의 문항-전체 상관분석 결과(예비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자신 이해

3

.926

.912
4 .917
5 .919
10 .910
11 .915
12 .921
13 .915
17 .925
18 .918

직업 이해

1

.897

.878
2 .886
6 .879
7 .880
8 .869
9 .871
14 .896

능력 자신감
15

.650
-

16 -
전체 - .949 -

[부록 3-2]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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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성격 스트레스

1

.892

.852
2 .860
3 .875
4 .862
7 .902
8 .883

가족환경
스트레스

10

.919

.888
11 .897
12 .903
13 .897
14 .916

학업 스트레스

19

.823

.758
20 .755
21 .761
22 .828

학교환경
스트레스

15

.894

.862
16 .817
17 .930
18 .826

취업불안
스트레스

5
.622

.622
6 .318
9 .597

전체 - .921 -

[부록 3-3]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예비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전공만족

1

.955

.955
2 .944
3 .944
4 .942
5 .947
6 .946

[부록 3-4] 전공만족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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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전공에 대한
지지

1

.906

.892
2 .894
3 .904
4 .888
5 .903
6 .878
7 .882

[부록 3-5] 전공에 대한 지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예비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아버지 기대

1

.945

.932
2 .926
3 .931
4 .940
5 .933
6 .944

어머니 기대

1

.944

.940
2 .925
3 .929
4 .935
5 .937
6 .937

전체 - .959 -

[부록 3-6] 부모의 성취 기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예비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부모의 경제적
지지

1

.893

.838
2 .844
3 .868
4 .896

[부록 3-7] 부모의 경제적 지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예비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경력몰입

1

.922

.920
2 .917
3 .892
4 .897
5 .907
6 .907

[부록 3-8] 경력몰입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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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본조사 결과

타협요인 문항 문항-전체 상관계수
임금 1 .485

교육수준(학력) 2 .619
사회적 인정 3 .464
흥미 4 .634
적성 5 .597

전공 활용 가능성 6 .679

[부록 4-1] 진로타협 유형 측정도구의 문항-전체 상관분석 결과(본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자신 이해

3

.927

.912
4 .926
5 .924
10 .915
11 .918
12 .924
13 .912
17 .918
18 .919

직업 이해

1

.897

.875
2 .887
6 .879
7 .891
8 .865
9 .865
14 .897

능력 자신감
15

.663
-

16 -
전체 - .953 -

[부록 4-2]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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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자신 이해
문항 3 1.000 .851 - -
문항 4 0.751 .637 .048 15.529***

문항 5 0.746 .704 .042 17.817***

문항 10 0.881 .842 .037 23.569***

문항 11 0.850 .794 .040 21.366***

문항 12 0.738 .682 .043 17.031***

문항 13 0.977 .883 .038 25.684***

문항 17 0.862 .768 .043 20.275***

문항 18 0.825 .742 .043 19.235***

직업 이해
문항 1 1.000 .780 - -
문항 2 0.774 .653 .052 14.946***

문항 6 1.049 .767 .058 18.135***

문항 7 0.828 .660 .055 15.117***

문항 8 1.092 .900 .049 22.337***

문항 9 1.176 .921 .051 23.022***

문항 14 0.753 .586 .052 10.716***

능력 자신감
문항 15 1.000 .635 - -
문항 16 1.319 .783 .092 14.303***

***p<.001
주) 적합도 지수: χ2=1811.358(df=123, p=.000), RMR=.069, GFI=.902, NFI=.910, IFI=.888, CFI=.874

[부록 4-3]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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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성격 스트레스

1

.907

.895
2 .882
3 .892
4 .890
7 .899
8 .886

가족환경
스트레스

10

.936

.917
11 .919
12 .916
13 .912
14 .934

학업 스트레스

19

.857

.828
20 .785
21 .821
22 .835

학교환경
스트레스

15

.904

.858
16 .830
17 .902
18 .853

취업불안
스트레스

5
.735

.671
6 .495
9 .668

전체 - .949 -

[부록 4-4] 취업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본조사)



- 199 -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성격 스트레스
문항 1 1.000 .701 - -
문항 2 1.064 .811 .064 16.613***

문항 3 1.020 .711 .070 14.645***

문항 4 1.359 .821 .081 16.804***

문항 7 1.195 .778 .075 15.973***

문항 8 1.332 .877 .075 17.874***

가족환경 스트레스
문항 10 1.000 .880 - -
문항 11 0.937 .875 .035 26.953***

문항 12 1.005 .889 .036 27.832***

문항 13 0.965 .915 .033 29.619***

문항 14 0.724 .754 .035 20.468***

학업 스트레스
문항 19 1.000 .777 - -
문항 20 1.010 .801 .055 18.313***

문항 21 0.986 .739 .059 16.648***

문항 22 1.020 .783 .057 17.829***

학교환경 스트레스
문항 15 1.000 .888 - -
문항 16 1.118 .963 .032 34.524***

문항 17 0.617 .627 .039 15.740***

문항 18 1.054 .898 .036 29.528***

취업불안 스트레스
문항 5 1.000 .654 - -
문항 6 0.976 .727 .075 13.039***

문항 9 1.067 .718 .083 12.922***
***p<.001
주) 적합도 지수: χ2=2617.937(df=199, p=.000), RMR=.052, GFI=.865, NFI=.844, IFI=.859, CFI=.858

[부록 4-5]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전공만족

1

.939

.930
2 .924
3 .929
4 .921
5 .929
6 .933

[부록 4-6] 전공만족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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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문항 1 1.000 .833 - -
문항 2 1.031 .880 .042 24.272***

문항 3 1.033 .835 .046 22.275***

문항 4 1.219 .901 .048 25.246***

문항 5 1.186 .849 .052 22.877***

문항 6 1.032 .807 .049 21.118***
***p<.001
주) 적합도 지수: χ2=84.922(df=9, p=.000), RMR=.052, GFI=.940, NFI=.965, IFI=.969, CFI=.969

[부록 4-7] 전공만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전공에 대한
지지

1

.920

.905
2 .907
3 .911
4 .909
5 .910
6 .908
7 .903

[부록 4-8] 전공에 대한 지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본조사)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문항 1 1.000 .827 - -
문항 2 0.933 .797 .046 20.108***

문항 3 0.940 .754 .051 18.562***

문항 4 0.894 .757 .048 18.670***

문항 5 0.883 .755 .047 18.620***

문항 6 1.030 .787 .052 19.717***

문항 7 1.111 .841 .051 21.755***
***p<.001
주) 적합도 지수: χ2=207.139(df=14, p=.000), RMR=.060, GFI=.894, NFI=.908, IFI=.913, CFI=.913

[부록 4-9] 전공에 대한 지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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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아버지 기대

1

.946

.946
2 .928
3 .930
4 .939
5 .935
6 .934

어머니 기대

1

.957

.953
2 .942
3 .946
4 .953
5 .946
6 .950

전체 - .967 -

[부록 4-10] 부모의 성취 기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본조사)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아버지 기대
문항 1 1.000 .769 - -
문항 2 1.104 .934 .048 23.108***

문항 3 1.156 .896 .053 21.892***

문항 4 0.865 .816 .044 19.433***

문항 5 1.017 .874 .048 21.202***

문항 6 1.053 .893 .048 21.791***

어머니 기대
문항 1 1.000 .871 - -
문항 2 1.041 .945 .032 32.030***

문항 3 0.968 .920 .032 30.024***

문항 4 0.870 .819 .037 23.643***

문항 5 0.938 .903 .033 28.817***

문항 6 0.902 .862 .035 26.096***
***p<.001
주) 적합도 지수: χ2=1347.498(df=53, p=.000), RMR=.074, GFI=.880, NFI=.822, IFI=.828, CFI=.828

[부록 4-11] 부모의 성취 기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부모의 경제적
지지

1

.890

.859
2 .836
3 .844
4 .890

[부록 4-12] 부모의 경제적 지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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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문항 1 1.000 .860 - -
문항 2 1.098 .926 .043 25.826***

문항 3 0.946 .803 .044 21.368***

문항 4 0.916 .683 .055 16.765***
***p<.001
주) 적합도 지수: χ2=80.974(df=2, p=.000), RMR=.080, GFI=.920, NFI=.934, IFI=.935, CFI=.935

[부록 4-13] 부모의 경제적 지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측정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경력몰입

1

.917

.899
2 .909
3 .890
4 .892
5 .912
6 .907

[부록 4-14] 경력몰입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본조사)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문항 1 1.000 .829 - -
문항 2 0.872 .742 .048 18.340***

문항 3 1.201 .895 .049 24.265***

문항 4 1.032 .876 .044 23.457***

문항 5 0.833 .730 .046 17.954***

문항 6 0.847 .762 .044 19.060***
***p<.001
주) 적합도 지수: χ2=128.197(df=9, p=.000), RMR=.056, GFI=.919, NFI=.936, IFI=.941, CFI=.940

[부록 4-15] 경력몰입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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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유형수에 따른 유형별 진로타협 특성

구분

유형1
(n=315)

유형2
(n=157)

전체
(n=47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대적
중요도

임금 .146 .0990 .145 .0959 .146 .0978
학력 .102 .0472 .106 .0556 .104 .0502

사회적 인정 .146 .0821 .131 .0761 .141 .0804
흥미 .202 .1010 .222 .0927 .209 .0987
적성 .210 .0816 .221 .2825 .213 .0820

전공 활용 가능성 .194 .1138 .174 .113 .188 .1138

타협
수준

임금 1.30 0.700 0.90 0.939 1.17 0.808
학력 0.42 0.571 0.62 0.865 0.49 0.689

사회적 인정 0.97 0.893 0.83 0.741 0.92 0.847
흥미 0.41 0.512 1.90 0.564 0.91 0.880
적성 0.44 0.546 1.82 0.881 0.90 0.938

전공 활용 가능성 0.54 0.762 1.69 0.775 0.92 0.939

[부록 5-1] 유형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타협 수준(유형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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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1
(n=184)

유형2
(n=221)

유형3
(n=67)

전체
(n=47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대적
중요도

임금 .153 .0975 .126 .0852 .189 .1202 .146 .0978
학력 .104 .0492 .103 .0458 .104 .0653 .104 .0502

사회적 인정 .136 .0755 .149 .0853 .127 .0744 .141 .0804
흥미 .204 .0953 .203 .0988 .239 .1037 .209 .0987
적성 .214 .0813 .215 .0843 .206 .0767 .213 .0820

전공 활용 가능성 .188 .1101 .203 .1201 .136 .0841 .188 .1138

타협
수준

임금 1.70 0.548 0.60 0.509 1.58 0.972 1.17 0.808
학력 0.43 0.559 0.27 0.512 1.33 0.877 0.49 0.689

사회적 인정 1.37 0.871 0.42 0.546 1.36 0.644 0.92 0.847
흥미 0.17 0.375 1.20 0.694 1.97 0.758 0.91 0.880
적성 0.32 0.554 1.10 0.919 1.84 0.809 0.90 0.938

전공 활용 가능성 0.29 0.670 1.00 0.674 2.37 0.517 0.92 0.939

[부록 5-2] 유형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타협 수준(유형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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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1
(n=122)

유형2
(n=193)

유형3
(n=53)

유형4
(n=104)

전체
(n=47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대적
중요도

임금 .132 .0796 .155 .1087 .188 .1279 .123 .0651 .146 .0978
학력 .102 .0502 .103 .0454 .105 .0722 .107 .0453 .104 .0502

사회적 인정 .136 .0786 .152 .0839 .128 .0832 .133 .0726 .141 .0804
흥미 .207 .0961 .198 .1041 .243 .1088 .212 .0818 .209 .0987
적성 .223 .0819 .201 .0804 .201 .0840 .231 .0802 .213 .0820

전공활용가능성 .200 .1013 .191 .1212 .135 .0871 .194 .1195 .188 .1138

타협
수준

임금 1.94 0.370 0.89 0.534 1.89 0.824 0.40 0.493 1.17 0.808
학력 0.53 0.592 0.34 0.547 1.58 0.770 0.13 0.343 0.49 0.689

사회적 인정 1.80 0.676 0.44 0.537 1.55 0.539 0.47 0.539 0.92 0.847
흥미 0.12 0.330 0.60 0.523 1.85 0.770 1.93 0.424 0.91 0.880
적성 0.15 0.602 0.65 0.501 1.72 0.794 1.88 0.921 0.90 0.938

전공활용가능성 0.43 0.781 0.61 0.743 2.28 0.495 1.38 0.715 0.92 0.939

[부록 5-3] 유형별 진로타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타협 수준(유형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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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ypes of Career Compromise in 

School-to-Work Transition of University Graduate Newcomers

by Ji-eun Ryu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8

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career compromise of Korean university graduate 

newcomers according to relative importance and the level of compromise in school-to-work tran-

sition by career compromise factor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result characteristics after 

school-to-work transition regarding the types of career compromise, and to identify relationship be-

tween psychological, major and parents characteristics before school-to-work transition regarding the 

types of career compromise. The parent population of this study included all new employees who 

have been employed for the first time after graduating from an university and have worked for 

less than two years. Sinc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identify the number of newcomers, it is used 

the method of collecting the 600 newcomers in the compan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career compromise typ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jor char-

acteristics, parent characteristics, result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3, 2018 to October 23. Of the total 600 questionnaires, 527 were 

collected, showing a recovery rate of 87.8%. Of the 527 questionnaires recovered, 472 ques-

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ept 55 that were not suitable for analysis. Collected 

data had been analysed with three steps of ① classifying types of career compromise, ② an-

alyzing difference of resul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s of career compromise,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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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career compromise and psychological, major, and pa-

rent characteristics. Classifying types of career compromise had been carried out according to 

LPA(Latent Profile Analysis) process. The optimal model with most suitable number of types 

had been chosen by considering Model Verification Index derived from the process and ca-

reer compromise characteristics regarding each number of types. Then Inferential statistic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erived types.

The main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newcomers experience a 

compromise in school-to-work transition, and their career compromise patterns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econd, the four types of career compromise, such 

as ‘important factors(interest and aptitude)-oriented type’, ‘all factors-oriented type’, ‘all factors 

abandoned type’, ‘important factors(interest and aptitude) abandoned type’ are distinguished not only 

by the level of compromise but also by the compromise of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mprotant 

when choosing a job.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ul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s of career compromise. In particular, ‘important factors(interest and aptitude)-oriented type’ 

got positive results, such as high level of career commitment. Fourt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career identity and job-seeking stress, major characteristics such as academic major sat-

isfaction and academic major support, and parent characteristics such as parental achievement ex-

pectation and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ypes 

of career compromi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research subjects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and to 

identify similarity of career compromise in school-to-work transition regardless of research subj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longitudinal research methods. Third, it is necessary to design re-

search more elaborate. Fourth, more diverse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out-

come of the career compromise. Fif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the direct impact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career compromise. Sixth, research should be con-

ducted to confirm the direct cause of career compromise. Seven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confirm whether a consistent level of career compromise is derived from various measuring meth-

ods of career compromise. Additionally, suggestions for applying the researched work are as fol-

lows: First, in career guidance and career counseling for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individual career identity and reduce job stress. Second, in terms of 

four-year university departm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ppropriate learning culture alo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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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management of major edu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utilize differentiated organiza-

tional adapt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type of career compromise. 

Key words: university graduate newcomers, career compromise, career compromise types, 
school-to-work transition, latent profile analysis

Student number : 2016-3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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