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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교전환기아동의성취가치, 자아존중감의종단적

변화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1)

인효연(印孝娟)*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기간 동안 초등학교 시기 진로발달과업인 성취가치와 자아존

중감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양상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예측하는지 분석하

였다. 또한 성별이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 및 진로정체감의 개인차를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초1 패널자료의 5차(2014년, 초5), 6차(2015년, 초6), 7차(2016년, 중1) 자료를 잠재성

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년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값은 각각 중학교 

1학년 시점 진로정체감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성취가치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초기값을 통해 진로정체감

을 예측하는 간접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비롯

한 다양한 활동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적 개입이 중학교 1학년 시기 진로정체

감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으며, 성별은 성취가치 변화율, 자아존중감 초기값 및 변화율의 개인차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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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는 학교 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함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으면서(유순화, 2007) 청소년기 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는 

때이다(Akos, Lineberry, & Queen, 2005). 이 시기 전환에 대한 미흡한 준비는 학업, 대인관계,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진로발달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13). 이러한 전환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전환에 

대한 기대와 걱정(유순화, 2007), 교과태도와 학교행복감(김태은, 노원경, 안태연, 고정화, 2015), 삶

의 만족(최미원, 이재신, 201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 시기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초, 중학교 전환

기 아동들의 진로역량 변화양상과 이것이 청소년기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Super(1990)의 전생애 진로발달과정에서 초, 중학교 전환기는 대체로 성장기에서 탐색기로 전

환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성장기는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긍정적 태도를 

기르고, 현재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탐색기 단계는 성장기에 획득한 직업

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계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가운데, 선호하는 직업들이 보다 분명해지며 잠

정적인 직업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때이다. Super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 진로 교육은 자신

과 주변세계의 폭넓은 탐색을 통해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의 중요

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에서의 성취동기를 높여야 한다(Super,

Savickas, Super, 1996).

Super의 아동기 진로발달과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진로교육목표에도 반영되어 있

다. 즉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초등학교 진로교육목표이며, 구체적으로 “긍정적 자

아개념”을 형성하는 것과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른 학습 태도”를 기르는 것을 

포함한 4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며,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목표는 학습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성취가치(Eccles et al., 1983)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 중학교 전환

기 아동의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중학교 시기 진로발달과업과 연계하여 살펴

보는 것은 아동기 진로개발 기초역량이 초, 중학교 전환을 겪으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기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중학교 단계는 자아존중감과 성취가치 등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

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

비”(교육부, 2016, p.53)하는 때이다. 관심 있는 분야 탐색을 통해 진로 목표를 세우고 고등학교 

진학 계획 등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특성에 대한 뚜렷하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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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로 정의되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해야한다. 진로정체감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체감 발달

(Skorikov & Vondracek, 1998)과 직업탐색활동을 촉진하고 직업효능감을 높이는 등(Vondracek

& Skorikov, 1997) 긍정적 기능을 하는데,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은 중학교 기간 

동안 활발한 진로탐색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박계향, 천미숙, 이현림, 2008; 이종화, 김현

숙, 2012). 그러나 그간 진로정체감 연구는 주로 고등학생 이상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학교 초기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Chávez(2016)는 체계적 문헌고찰

을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자아존중감과 동기 등 심리사회적 발달이 청소년기 진로정

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면서, 진로정체감이 청소년기의 단독 산물이 아니며 생애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과의 연관성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대부분

이 횡단연구임을 지적하며 발달적 관점에서 종단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기 진로발달과업인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정체감과 종단적으로 연

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간 연구가 부족하였던 아동, 청소년 전환 시기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학교 급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성취가치와 자아

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연구결과들(예: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이 

있으나, 초, 중 전환기의 종단적인 관계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걸쳐 어떠

한 양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양상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정체감 발달과 어떠한 관계에 있

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성취가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박미정,

유난숙, 2017; 허균, 2014; Virtanen, Kiuru, Lerkkanen, Poikkeus, & Kuorelahti, 2016)을 바탕으

로 성취가치의 변화양상이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가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우성범 등,

2012; 이상길, 2006; Bleidorn et al., 2016; Wigfield & Eccles, 1994)을 바탕으로 성별이 이 변인들

의 개인차를 설명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초, 중 전환기 진로개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하였다.

1.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3개년 간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는 

어떠한가?

2.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3개년 간 자아존중감과 성취가치의 변화양상과 중

학교 1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1. 자아존중감과 성취가치 각각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가?

2-2.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성취가치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진로정체감을 예측하

는 경로를 매개하는가?

3. 성별은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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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성취가치의 개념, 변화양상과 성차

성취에 관한 기대-가치이론(Eccles et al., 1983)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특정 활동에 대한 기대와 성취가치(또

는 과제가치)이다. 기대란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성취가치란 그 활동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 Eccles 등(1983)은 성취가치를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였다. 첫째, 달성가치(attainment value)란 그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의 개인적 중요성을 뜻한다.

과제를 통해 개인이 자기의 중요한 측면을 표현하거나 확인할 수 있을 때 달성가치를 높게 지각

한다. 둘째, 내재가치(intrinsic value)는 그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즐거움, 그 과제에 대한 

주관적 흥미 등과 관련된다. 셋째, 유용가치(utility value)란 과제가 개인의 미래 계획이나 목표

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지각이다. 과제 자체에 흥미가 없더라도 미래 목표를 위해 중요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유용가치는 외재적 동기의 측면

이 있으며, 특정 직업을 갖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 중요한 목표 및 자기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도 한다(Eccles, 2005). 넷째, 비용(cost)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투자해야 하는 노력 등을 가리킨다. Wigfield et al. (1990)의 요인분석 결과, 초등학교 초중반 

시기 아동들에게서는 성취가치의 하위요인들이 구분되지 않는 반면, 5학년에서 12학년 사이에

는 구분이 나타났다(Eccles & Wigfield, 1989). 본 연구에서 성취가치는 달성가치와 유용가치 측

면을 반영하며, 학업과 학교생활이 나에게 의미 있고 나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

을 뜻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아동들은 다양한 학업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학년이 증가하면서 학업에 대한 흥미와 의미부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Wigfield & Eccles,

1992). 5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대체로 교과목들에 

대한 성취가치가 낮았으며, 특히 초, 중학교 전환기 무렵에 성취가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

이 관찰되었다(Gaspard, Häfner, Parrisius, Trautwein, & Nagengast, 2017). 마찬가지로 초, 중

학교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Wigfield와 Eccles(1994)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영어, 수학, 사회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중요성 평가, 즉 달성가치가 초등학교 마지막 학기에 비해 중학교 첫 학기에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에 비해 경쟁적, 통제적, 평가적인 중학교 환경과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한 

아동의 현실적 인식 증가 등이 중학교 진학에 따른 성취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Wigfield & Eccles, 1994). 또한 이 연구에서 남자아동은 스포츠를, 여자아동은 영어와 사회활

동을 보다 중요하고 흥미 있다고 평가하는 등 영역별 성취가치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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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방향의 성차가 초등학교 초기부터 나타났다.

초, 중학교 전환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인지, 정서, 신체적 변화는 아동의 학교 관련 

성취가치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나, 이 시기 우리나라 아

동의 성취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며 성별에 따른 특징이 있는지 진로발달의 맥락에서 살펴본 연

구는 거의 없다. 박미정과 유난숙(2017)은 중1, 중3, 고2 시기에 걸쳐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성취가치가 낮아지며 성별 차이는 없는 것을 발견했으나 중학교 이전 시기를 연구 범위로 포함

하지는 않았다.

2. 자아존중감의 개념, 변화양상과 성차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는 맥락에서 정의

한다(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현재까지 널리 쓰이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한 Rosenberg(196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리킨다.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충분히 좋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

는 것을 뜻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대로의 자신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불완전함과 결점도 인정하고, 결점을 극복해나가며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Rosenberg, 1965).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자기 거절, 자기상의 부조화 등을 경

험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과 특정 영역 자아존중감으로 나눌 

수 있다(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전반적 또는 일반자아존중감은 

전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태도이며, 학업과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해당 영역에 대

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다. 본 연구는 전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태도인 일반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기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다가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나(Robins & Trzesnilewski, 2005),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들은 구체적

인 시기와 대상 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Wigfield와 Eccles(1994)의 연구에서 초등

학교 1, 2, 4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각각 3, 4, 6학년이 되기까지 3년간 변하지 않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다가 중학교로 진학한 직후 자아존중감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남자 아동

이 여자 아동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중학교 1학기 때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2학기엔 다

소 회복되었다. 교사와의 개인적인 상호작용 부족, 학생들의 증대된 자율성 욕구에 반하는 교사

의 통제 강화 등 형식화된 중학교 환경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gfield

& Eccles, 1994). 또한 아동이 중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비교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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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 수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경향도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인다(Wigfield & Eccles, 1994).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중학

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정익중, 2007)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우성범 등, 2012) 자아

존중감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8개국에 걸쳐 일관되게 후기 청소년기부

터 성인 중기에 이르기까지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는 Bleidorn 등(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반면, 임효진과 이지은(2016)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으로 유

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 중학교 전환 직후 감소한다는 외국의 연구와 

중학교 시기에는 안정적이라는 국내 연구, 후기 청소년기에 증가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있

다. 우리나라 아동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은 전환

기의 환경 변화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후 청소년 시기와는 다를 수 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전환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시기 남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여자보다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박미정, 유난숙, 2017; 우성범 등, 2012; Bleidorn et al., 2016; Moksnes & Espnes, 2013), 남자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기에 걸친 자아존중감 감소가 더 현저하였다(Robins &

Trzesnilewski, 2005). Kling, Hyde, Showers와 Buswell(1999)가 216개의 효과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자아존중감이 여자보다 그 차이는 작지만 유의하게 높았으며(d =.21), 초, 중, 고등

학교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의 남녀차이가 더욱 커지다가 대학생과 성인기에는 그 차이가 좁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성별 차이는 자신감을 남성적 특성으로 여기고 남성의 주장

성이 보다 용인되는 문화, 교사가 남학생과 더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실패에 대해 남학생은 

동기 부족, 여학생은 능력 부족이라고 귀인하는 경향,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는 문화 및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Kling et al., 1999).

3. 진로정체감의 개념, 영향요인과 성차

Erikson(1968)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발달시킨 근면성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는 때이며, 특히 직업에 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핵심적인 발달과제이

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흥미, 적성, 목표 등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이해를 의

미한다(Holland, Johnston, & Asama, 1993).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Marcia(1966)는 정체감을 탐색(또는 위기)과 전념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탐색은 가치, 신념, 목

표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며, 전념은 탐색의 

과정을 거쳐 정체성에 대해 비교적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것

이다. Crocetti, Rubini와 Meeus(2008)가 10-19세 청소년들의 정체성 차원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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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념 차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우울과 불안증상이 

낮으며 부모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또한 결정을 재고하기 위한 탐색과 전념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를 진로정체감에 적용하면 자신의 진로 관련 특성과 목표에 대해 명확한 상을 갖는 

것은 진로탐색을 보다 활발히 하도록 이끌 것이며, 명확한 상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대안에 대한 

탐색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중학생의 높은 진로정체감은 학교생활적응(문은식, 2015), 자기조절학습(김은경, 이강이,

2018), 진로성숙(이현림, 김순미, 2007; 조세연, 김기찬, 2014), 진로결정(조세연, 김기찬, 2014) 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진로발달과업이다. 중학교 초기 진로정체감은 이후의 진로탐

색의 방향을 안내하고 진학계획 등 향후 진로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

성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며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효능감도 더 높았으며(Vondracek & Skorikov, 1997),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에게서 직업에 대한 정체성은 종교, 생활양식, 정치 등에 대한 정체성보다 먼저 발달하

면서, 진로정체감이 다른 영역의 정체성 발달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Skorikov & Vondracek,

1998). 이처럼 청소년 초기 진로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은 중·후기 청소년들

을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과도기인 중학교 1학년들의 진로정체

감 발달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에 대하여는 이해가 부족하다.

다양한 환경 및 개인 요인들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예로는 학교생활만족

도, 학업성취도, 교사의 대화공감도(이상길, 2006), 학교규칙준수, 교우 및 교사관계(김성경,

2015) 등과 같은 학교 요인, 부모의 지지(이현림, 김순미, 2007)와 양육방식(김성경, 2015) 등 가

족 요인, 기본심리욕구와 자아정체감(김우리, 박영희 김정섭, 2014) 등 개인 요인이 있다. 손연아 

등(2014)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삶의 목

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가운데 성취가치 등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도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의 

발달과 아동기 진로발달과업과의 종단적 연계성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한다.

진로정체감의 성별 차이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상길(2006)의 연구

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조세연과 김기찬(2014)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 남녀 차

이가 없었다. 유정이, 황매향, 김지현(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남녀간 진로정체감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포

함하지 않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Holland 등(1980)의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의 원인으로는 연구대상의 범위나 표집 방법 등에서 찾

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집된 초중학교 전환기 후기 아동들에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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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진로정체감의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4. 성취가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관계 

성취가치는 학습참여와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동기 요인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며(손병덕, 허계

형, 2016; 송주연, Yi Jiang, 김성일, 2013; 임효진, 김재철, 2014; 허균, 2014), 진로발달 맥락에서는 

남녀의 성취가치 차이에 따른 진로포부와 선택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수학과 

물리과학 분야에 여성이 적은 현상은 여성이 이 분야에서의 유능감이 낮고 성취가치를 덜 부여

하기 때문이며, 가정, 학교, 또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 사회화가 성별 성취가치의 차이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Eccles, 1994). 실제로 Chow, Eccles와 Salmela-Aro(2012)의 미국과 핀란

드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양 국가 모두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수학과 과학 과목에 가장 높은 

과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학생들이 물리와 IT 관련 진로와 교육에 대한 포부

가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어떤 분야의 교육 및 직업 활동에 대한 높은 포부를 갖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 대한 성취가치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성별에 따른 성취가치와 진로

발달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성취가치를 진로정체감과 연계하여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몇몇 연구들은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구는 성취가치가 핵심역

량(의사소통, 자원정보기술, 대인관계, 글로벌, 사고력, 자기관리) 개발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

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손원빈, 2018). 또한 성취가치를 포함한 학습습관이 중학

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강보은, 김은빈, 김정섭, 2017; 손연아 등,

2014). 김보영과 장은비(201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취가치가 우울과 진로정

체감 간의 부적 관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높더라도 성취가치가 높

다면 활발히 학교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진로 대안들을 탐색하고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김보영, 장은비,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높은 가치를 

둘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반면 노자은과 정미나(2017)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로정체감

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3 시점 성취가치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고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취가치의 변화양상을 측정하지

는 않았기 때문에, 초, 중학교 전환기 아동의 성취가치의 변화양상을 진로정체감과 연계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이 지지한

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미국 고등학생들이 진로정체감도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Mun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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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을 포함한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신경증)는 스위스 청소

년들의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Hirschi, 2011),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

감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조희, 이규영, 2006). 윤초희와 한수연(2015)

의 연구에서는 학부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이들의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여러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만이 본인의지와 타인권유 유학준비집단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로정체감의 예측변인이었다. 이 같은 기존 연구결과들은 자기 자신

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진로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촉진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횡단연구이며 초등학교 시기를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초, 중학교 전환기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이 중학교 입학 이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정적 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들은 성취가치가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하여 종단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ccles 등은 아

동의 자신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교과 영역 별 유능감 

및 성취가치 각각의 변화양상을 조사하면서(예: Wigfield & Eccles, 1994; Eccles, Barber,

Jozefowicz, Malenchuk, & Vida, 1999), 추후 연구를 통해 유능감이나 성취가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Wigfield & Eccles, 1994). 학업성취가 자아존

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정익중, 2007; 최희철, 김병석, 2009)에 비해 학업성취

에 대한 가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중학생의 성취가치가 자아

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예측하고(허균, 2014), 고등학생들의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으며(박미정, 유난숙, 2017), 성취가치와 매우 유사한 인지적 학습참여(학교공부와 생

활이 의미 있고 미래 목표 성취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과 행동)가 높을수록 중학생들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Virtanen et al., 2016) 연구 결과들은 성취가치가 자아존중감 발

달에 촉진적인 요인임을 나타낸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참여(Liem & Martin, 2011), 수업참여(도

현심, 신정님, 1999)나 학교 기반 비교과 활동 참여(Feldman & Matjasko, 2005)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성취가치를 갖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진로정

체감 발달을 이끌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성취가

치와 자아존중감이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이 연속적인 진로발달의 맥락에서 중학교 입학 후 진로정체감 수준에 어떠한 직접,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으로써 전환기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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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초1 패널의 5차(2014년, 초5), 6차(2015년, 초6), 7차(2016년,

중1)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년도의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교육

부의 2009년 전국 학교통계를 표집 틀로 사용하여 층화다단계집략표집 방식을 통해 최초 구축

한 원표본 2,342명 중 5-7차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190명을 제외하고, 총 2,15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자는 51.6%(1,111명), 여자가 48.4%(1,041명)였다. 각 차수별 결측치는 5차 42명

(2.0%), 6차 85명(3.9%), 7차 150명(7.0%)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취가치 

KCYPS에서는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 검사를 김세영(2006)이 재구성한 도구에서 성취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7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명희의 자기조절학습 검사도구에

서 성취가치는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조절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김세영은 양명희의 도구를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성취가치에 관한 9문항 중 7문항을 선

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다. 문항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Eccles et al. (1983)이 제시한 성취가치의 4가지 측면 중 주로 유용가치(예: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와 달성가치(예: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를 측정하고 있으며,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가치를 다루고 있다. 본 연

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차수 별로 모두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5차 .89, 6차 .89, 7차 .90이었다.

2) 자아존중감 

KCYPS에서는 자아존중감을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척도(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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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5, 6, 7차 자료 모두 8번 문항(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을 제외했을 때 내적 일치도 계수가 0.4 정도 상승하였다. 이자

영 등(2009)의 타당도 분석 연구에서도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각각에서 8번 문항은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렸으며, 요인분석 결과 8번 문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9문항이 단일

요인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8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9문항을 자아존중감 점수로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

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5차 .85, 6차 .86, 7차 .88이었다.

3) 진로정체감 

기존의 진로정체감 척도(Holland et al., 1980)와 자아정체감 검사 등을 참고하여 조은주(2001)

가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췄는가(p.28)”를 평가

하기 위해 30문항으로 구성한 진로정체감 검사를 KCYPS에서는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등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조은

주는 진로정체감 검사의 하위 요인을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KCYPS가 축약한 도구를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값 1 기준, 단

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이었다.

3. 분석방법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고, 이러

한 변화양상이 중학교 1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먼저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다

음,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진로정체감과 갖는 구조적 관계와 성별의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잠재성장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기초적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AMOS 24.0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결측치 처리는 자료를 보존한 채 다른 전통적 방법에 비해 정

확한 미지수 추정이 가능한(Enders & Bandalos, 2001)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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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은 각 차수별 평균점수를 관측변수로 사용하

여 초기값과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진로정체감은 3개의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중1 시점 진로정체

감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직접 오블

리민(Direct Oblimin) 회전을 활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한 후, 요인 부

하량이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을 첫 번째 문항꾸러미에, 그 다음으로 크고 작은 문항을 

두 번째 문항꾸러미에 배정하는 식으로 각 꾸러미별 부하량이 비슷해지도록 구성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초분석

표 1에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표에 제시되지 않은 진로정체감의 문항꾸러미를 포함,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절

대값은 모두 1 이하로, 각 변인의 왜도는 2, 첨도는 7 이하여야 한다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West, Finch, & Curran, 1995). 각 차수별 성취가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별은 다른 주요변인들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

며, 5차와 6차 자아존중감과는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방향으로 약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성별 　 　 　 　 　 　 　 　
2. 성취가치(5차) .01 　 　 　 　 　 　 　
3. 성취가치(6차) -.03 .46*** 　 　 　 　 　 　
4. 성취가치(7차) -.04 .31*** .41*** 　 　 　 　 　
5. 자아존중감(5차) -.05* .48*** .34*** .23*** 　 　 　 　
6. 자아존중감(6차) -.05* .32*** .44*** .25*** .56*** 　 　 　
7. 자아존중감(7차) -.03 .22*** .25*** .40*** .39*** .48*** 　 　
8. 진로정체감(7차) .01 .17*** .19*** .34*** .21*** .25*** .36*** 　

평균

전체　 - 3.36 3.30 3.20 3.30 3.27 3.21 3.00
남자 - 3.35 3.32 3.22 3.32 3.30 3.23 3.00

여자 - 3.36 3.29 3.17 3.28 3.24 3.20 3.01

표준편차 - .49 .49 .53 .50 .51 .53 .60
왜도 - -.45 -.36 -.42 -.48 -.39 -.34 -.11
첨도 - -.09 .09 .48 -.05 -.17 -.22 -.62
N 2152 2110 2067 2002 2110 2067 2002 2002

N = 1965-2152

성별: 1=남자, 2=여자,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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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잠재성장모형

연구문제 1인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

용하였다. 적절한 변화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적

합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 모두 그 수준이 세 시점에 걸쳐 변하지 않는

다는 무변화 모형은 적합하지 않았으며, 초5부터 중1까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선형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형변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df TLI CFI RMSEA(90% CI)

성취가치
무변화모형 181.321*** 4 .704 .803 .144(.126, .162)

선형변화모형 6.844** 1 .961 .994 .052(.021, .092)

자아

존중감

무변화모형 96.924*** 4 .895 .930 .104(.087, .122)

선형변화모형 2.309 1 .994 .999 .025(.000,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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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 선형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

변인

초기값 직선의 변화율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

(표준오차)평균

(표준오차)

변량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변량

(표준오차)

성취가치
3.363***

(.010)

.141***

(.010)

-.078***

(.007)

.028***

(.005)

-.472***

(.006)

자아존중감
3.303***

(.011)

.175***

(.010)

-.044***

(.006)

.031***

(.005)

-.491***

(.006)

***p < .001

표 3에서 볼 수 있듯 성취가치의 초기값 평균은 3.363이고 변화율의 평균은 -.078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선형모형을 통해 추정한 초등학교 5학년 시점의 성취가치 평

균이 3.363이며, 중학교 1학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078씩 성취가치가 낮아짐을 나타낸다. 또한 

성취가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5학년 시점의 성취가치

와 매년 변화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취가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유의한 

부적 상관은 성취가치의 초기값이 낮을수록 매년 성취가치의 감소폭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 및 변량도 모두 유의하였다(p < .001). 초등학교 5학년 

시점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3.303이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044씩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아지며, 이러한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나타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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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부적 상관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이 매년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정도는 완만한 것을 뜻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을 통해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 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3. 연구문제 2,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지(연구문제 2-1),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이 성취가치의 변화양상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연구문제 2-2), 그리고 성별에 따른 각 잠재변인의 차이가 있는

지(연구문제 3) 분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는 양호하였으며, (26, N= 2152) = 263.142, TLI = .935, CFI = .969, RMSEA (90% C.I.) = .065

(.058-072), 각 경로별 계수와 표준오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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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표준화 계수

성별: 1=남자, 2=여자, *p < .05, **p < .01, ***p < .001

오차항은 그림에서 생략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나타냄.

1) 연구문제 2: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과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 

먼저 직접경로를 살펴보면, 성취가치 초기값(β = .17, p < .001)과 자아존중감 초기값(β =

.32, p < .001)은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

율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s > .05). 또한 성취가치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초기값을(β = .72, p < .001), 성취가치 변화율이 자아존중감 변화율을(β = .83, p < .001) 유의하

게 예측하는 반면, 성취가치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다음으로, 성취가치 초기값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초기값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취가치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초기값을 매개

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5.89, p < .001). 따라서 

성취가치 초기값의 경우 진로정체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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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3: 성별과의 관계 

성별은 성취가치 초기값 및 진로정체감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취가치 변화

율, 자아존중감 초기값, 자아존중감 변화율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성취가치 변화율과 성

별의 부적관계는(β = -.08, p < .05) 성취가치의 초기값은 남녀간 차이가 없으나 이후 매년 성취

가치가 낮아지는 정도는 여학생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과 자아존중감 초기값과의 부

적 관계(β = -.07, p < .01) 및 변화율과의 정적 관계(β = .08, p < .05)는  5학년 시점 자아존중감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나, 이후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더 큰 정

도로 낮아짐을 의미한다. 연구문제는 아니었지만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이 자아존중감 

초기값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그 크기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2.66, p < .01).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β)
C.R.

성취가치 초기값  → 진로정체감 .818 .245 .165 3.337***

성취가치 변화율  → 진로정체감 1.181 1.871 .114 .631

자아존중감 초기값 → 진로정체감 1.470 .238 .323 6.173***

자아존중감 변화율 → 진로정체감 3.971 2.104 .365 1.888

성치가치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787 .039 .723 20.362***

성취가치 초기값  → 자아존중감 변화율 -.029 .028 -.063 -1.021

성취가치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789 .084 .826 9.370***

성별 → 성취가치 초기값 .009 .021 .012 .457

성별 → 성취가치 변화율 -.027 .013 -.075 -2.059*

성별 → 자아존중감 초기값 -.056 .019 -.067 -2.891**

성별 → 자아존중감 변화율 .029 .014 .084 2.127*

성별 → 진로정체감 .106 .104 .028 1.020

성별: 1=남자, 2=여자, *p < .05, **p < .01, ***p < .001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아동기 진로발달과제인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

년까지 3년간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양상이 중학교 1학년 말 진로정체감을 예측하

는지 분석하고 성별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초, 중학교 전환기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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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은 각각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선형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초기값과 이후 매년 감소하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었다. 학업

과 학교생활이 중요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에 걸쳐 줄어든다는 본 연구 결과는 중학교 입학 후 미국 아동들의 교과목에 대한 달성가치

(Wigfield & Eccles, 1994), 핀란드 아동의 수학에 대한 달성·유용가치(Metsäpelto et al., 2017)가 

감소하였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 아동의 성취가치가 중고등학교 때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 부분이 유능감의 감소로 설명된다는 선행 연구(Jacobs, Lanza, Osgood, Eccles, & Wigfield,

2002) 결과를 적용해보면, 초, 중학교 전환기 3년간 학업을 둘러싼 경쟁과 사회적 비교가 심화되

면서 아동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이것이 성취가치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다. 또한 중학교 진학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박성희, 김희화, 2008; 오정희,

선혜연, 2013) 학업에 대한 성취가치는 낮아질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이 매년 감소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

중감이 중학교 3년간 변하지 않거나(임효진, 이지은, 2016)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증가한다

는(우성범 등, 2012; 정익중, 2007) 기존연구에 더해, 초, 중학교 전환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 안정적이었던 자아존중감이 초, 중학

교 전환 시기에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Wigfield & Eccles, 1994)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사이에도 자아존중감이 감소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

교 6학년 아동은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성적이나 학습량 증가와 같은 학업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유순화, 2007), 이같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학업부담에서 자유롭지 

않고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가 성취가치는 물론 아동의 자아존중감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업스트레스, 학교규칙의 급격한 증가, 대인관계 어려움,

시간 여유 부족, 학교폭력 등(유순화, 2007)은 경쟁과 통제가 강화되고 자율성이 낮아진 중학교 

환경을 반영하며,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다(Wigfield & Eccles, 1994).

둘째,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각각 중학교 1학년 시점 진로정체감을 정적으로 예

측하였고, 변화율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진로발달의 맥락에서 성취가치의 

역할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진로 포부와 선택에 미치는 성취가치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Eccle, 1994), 본 연구는 청소년기 주요 진로발달과업인 진로정체감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성취가치를 높게 갖는 것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

다. 본 연구에서 성취가치는 학교생활과 공부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중요하다는 믿음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아동이 진로를 위한 학교생활과 학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학교활동에 참

여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특성 이해인 진로정체감을 촉진할 것이다. 자아존중감 초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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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로정체감의 정적 관계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지내며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며 희망하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횡

단적인 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윤초희, 한수연, 2015; 조희, 이규영, 2006; Munson,

1992)과 일치하며, 이를 우리나라 초-중학교 전환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로 확장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전반

적인 자기존중을 보이는데(Rosenberg, 1965), 이러한 특성은 진로에 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기

초가 됨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성취가치 초기값이 중학교 1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경로를 자아존중감 초기

값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5학년 시기 높은 성취가치는 이 시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

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진로정체감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 변화율도 자아존

중감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업에 대한 성취가치가 감소하는 폭이 클수록 자신에 대

한 긍정적 태도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변화율이 진로정체감으로 연

결되지는 않았다.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정익중, 2007; 최희철, 김병석, 2009),

학업에 대한 높은 성취가치는 학업 유능감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Harter, 1990, 1998; Wigfield & Cambria, 2010에서 재인용) 기존 연구들처럼 본 연구 결과 

역시 학업 영역이 전환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연구

는 학업성취의 결과나 능력이 아닌 가치 인식의 변화양상이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나아가 진로정체감 수준을 예측함을 밝혔다는 차이가 있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아동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공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는 자기 자신의 전

반적인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중학교 진학 이후까지 진로와 관련

한 자기 이해를 보다 뚜렷하고 안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넷째, 성별은 성취가치의 변화율, 자아존중감의 초기값 및 변화율과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며,

성취가치의 초기값과 진로정체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먼저 성취가치의 경우, 초기값

은 남녀 차이가 없으나 중1 시점까지 매년 성취가치가 낮아지는 정도는 여학생이 더 커서 이 

기간 동안 남녀의 성취가치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무렵 여학생의 남학생

보다 높은 학업스트레스(박성희, 김희화, 2008)는 여자 아동의 학업 관련 성취가치를 낮추는 요

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또한 남자에게 기대되는 경쟁, 자신감, 주장성, 지배성에 비해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교성, 의존성, 민감성 등은 학업성취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학생들이 

학업성취를 추구하면서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Harper & Marshall, 1991).

이처럼 여자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성역할 갈등과 또래관계가 성취가치의 상대적으로 가파

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박미정과 유난숙(2017)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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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성취가치에 성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성취가치 감소폭의 성

별 차이가 중학교 1학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청소년기에 성취가치의 남녀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본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나, 이후 중학

교 1학년 시점까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

다. 그러나 변화율의 성차는 중학교 1학년 시점 남녀 자아존중감의 순위를 바꿔놓을 정도로 크

진 않았다. 기술통계상의 평균값을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도 여전히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

생보다 다소 높았다(남: 3.23, 여: 3.20). 여러 기존 연구들 또한 남자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

감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을 발견하였으며(예: 우성범 등, 2012; Bleiodorn, 2016; Moksnes &

Espnes, 2013; Wigfield & Eccles, 1994), 여학생들이 성공을 노력에 귀인하고 남학생들은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 여학생들이 실패에 더 민감하고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 등이 여학

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Eccles et al., 1999).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취에 대

한 경쟁과 자신감은 남성적 특성이라고 여기는 문화, 2차 성징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여성의 외

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영향(Eccles et al., 1999; Kling et al., 1999), 교사가 남학생에게 더 

우호적이며 실패에 대해 남학생은 동기 부족, 여학생은 능력 부족이라고 귀인하는 경향(Kling

et al., 1999)도 여학생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의 자아존

중감 감소 폭이 더 크다는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Robins & Trzesnilewski, 2005)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의 남녀 차이가 

더 크다는 기존 연구결과(Kling et al., 1999)와는 다르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이후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기에 걸친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남녀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진로정체감의 경우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이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그 크기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의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달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성별 차이가 진로정

체감의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진로발달 맥락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초, 중학교 전환기에 초점을 맞추

어 이 시기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중학교 초기 진로정체감 형성의 기틀이 되는 진로

발달과제임을 보였다. 즉,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이 초등학교 때의 학습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평가를 기초로 발달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감소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이를 

고려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이 중학교 1학년까지 감소하며 중학교 1학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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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 결과는 전환기 아동의 적응적 진로발달을 위해 성취가

치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 발달시킬 수 있는 학교환경과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 연구 결과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 때 교과 태도와 행복감이 낮

았으며, 중학생들은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중학교의 수업이 지루하고,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교사로부터 개별적인 도움을 받기 어

렵다(김태은 등, 2015, p.83)”고 하였다. 이는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학교생활을 즐겁고 의

미 있게 경험하고 자신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업성취 결과만을 중시하

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교문화를 지양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개별적 상호작용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학교로의 전환을 아동이 완

만히 경험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역량 

개발과 중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나(교육부,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2013), 그보다 이전인 5학년 시기부터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중학교 입학 후 진로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

동이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인들을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영상자료 등을 통해 이들

의 초, 중학교 전환기 학교생활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소개할 수 있다. 아동의 늘

어나는 자율성의 욕구를 존중하는 학교 환경 조성 또한 아동의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을 긍정

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아존중감 초기값의 매개역할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자

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개입이 진로정체감 발달을 촉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성취가치 

이외에도 삶의 만족, 또래애착(박미정, 유난숙, 2017), 부모자녀애착, 부모지도감독, 학교애착(정

익중, 2017) 등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요인들에 대한 개입, 예를 들어 

학교와 가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교우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진로정체감 발달을 도울 수 있다.

남자에 비해 여자 아동의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습에 대한 성취가치가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이 연구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부적절하게 아동의 발달을 제한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Eccle(1994)는 부모와 교사가 학업수행 피드백, 가정을 돌보는 

역할에 대한 기대, 직업대안과 각 과목의 중요성 등에 관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정보와 경

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녀 아동이 자신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른 기대와 가치를 형성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과학, 체육 등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활동에 대한 재능

을 남자 아동에 대하여는 과대평가하고 여자아동에 대하여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남녀 아동의 

학습과 자신에 대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등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아동의 가치 인식을 제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가파르게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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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 남학생들의 경험과 자아존

중감 변화 양상을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성별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

났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는 작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Kling 등(1999)은 메타 

연구를 통해 남자의 자아존중감이 여자보다 높지만 효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자아존중감이 크게 낮다는 통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아동의 진로발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별 차이를 유념하되, 성별로만 개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성취가치의 정도를 파

악할 수 없음을 알고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각

도의 개입이 필요하다.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발전시키고 제한점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연구 변인들이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의 왜곡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패널 조사

용 축약형 도구를 사용하여 성취가치 중 내재가치(흥미)와 비용 측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였고, 진로정체감을 전념과 탐색의 다차원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적인 진

로이해를 하고 있는가의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추후 연구들은 교사나 부모의 관찰, 과제수

행 결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고, 변인들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하여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분석하지 않았다.

전환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가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는 아

동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 중학교 전환

기에 초점을 두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1 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3개년 간 자료를 사용하여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4개 시점 이상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비선형 변화모형을 검증할 수 없었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기간의 

상대적 안정성에 비해 중학교 진학에 따라 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Gaspard et al., 2017; Wigfield & Eccles, 1994). 따라서 앞으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선형적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에 

비해 중학교 전환 이후 변화율이 높아지는 등 비선형적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벗어난 시기로 적용하기 어렵

기 때문에, 아동 초기 또는 청소년 중·후기로까지 확장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변인들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관계를 파악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 간

의 상호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거나, 성취가치와 학업성취의 상호작용효과, 즉 성취가치가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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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Changes in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s to Vocational Identity across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1)

In, Hyoyeon*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chievement values and general self-esteem is important to

the accomplishment of career development tasks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over the three years from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change patterns of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predict vocational identity measured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and whether gender relates to such change patterns and vocational identity.

Three waves of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4, 2015, and 2016)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linearly declined from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e initial levels of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i.e., levels in the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ositively predicted

vocational identity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e initial level of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path from the initial level of achievement values to vocational identity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is suggests that interventions that foster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in the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can enhance vocational identity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e rates of decrease in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across

the elementary to middle school transition year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vocational identity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Gender was associated with the initial level of self-esteem

and the rates of decrease in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chievement Values, Self-Esteem, Vocational Identity, Latent Growth Model,

KCY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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