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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홍  은  선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인 진로과업 실행의

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과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개발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여 진로적응자원을 외생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생잠재변

인으로는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을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

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

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이 연구에서

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4개교, 비

수도권 대학 5개교를 무선으로 군집표집하고 대학별로 60명씩 전공계열, 성별의 비율

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하여 54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실

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활용하였다. 이 중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의 관찰변인 측정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진로적응자원,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 측정도구는 이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97, 진로탐색행동은 .712~.816, 진로경험

성찰은 .786~.825, 진로선택몰입은 .838~.859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조사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총 538부가 회수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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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학사일정이 조정되고 비대면 수업이 이

루어지는 상황에서 1학년의 경우 개인의 진로개발이나 대학 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1학년을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회수된 538부 중 1학년 및 이상치를 제거하고 총 385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

석,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고, Mplus 6.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

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정적인 영향(β=.210),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

향(β=.639),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β=.176),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β

=.194)을 미쳤다.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β

=.129),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β=.377)을 미쳤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

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β=.175),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β=.335)을 미쳤으며,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선택몰입(β=.376)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적

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β=.214),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β=.066)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진로과업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β=.009), 진로과업실행의

지와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β=.030),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

찰의 매개효과(β=.0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인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

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의 인과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다. 둘째, 대학생이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

회적 자원인 진로적응자원의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

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아진다. 셋째, 대학생이 개인의 진로 단계에서 요구

되는 진로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인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수준이 높아진다. 넷째, 대학생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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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아와 환경의 통합을 위한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

집하고 평가하는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경험성찰과 진로선택몰입의 수

준이 높아진다. 다섯째,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적 활동인 진로경험성찰

은 진로적응반응 변인으로 대학생의 진로적응 과정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갖는다. 여섯

째,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들의 관계에서 진로구성이론 및 진로적응모형에

서 가정하는 진로적응반응의 일련의 순서적 배열에 따라 다중매개효과가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개발되고 축적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외에도 진로대안에 대한 탐색을 위한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

학생의 진로목표 선택과 그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진로경험성찰을 바탕으로 한 

개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지도 시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진로과

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의 진로적응반응 중 어떤 반응 

과정에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구성이

론 및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이 이론 및 모형에서 상정한 개념에 입각하

여 변인을 선정하고 측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적응자원을 구

성하고 있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4개 요인 각각의 특성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적응반응의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의 5가지 행동 

세트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설정하여 진로적응자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 과정을 구명하는 심층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대학생, 진로적응자원, 진로적응반응,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

성찰, 진로선택몰입, 구조방정식모형

학  번: 2013-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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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학생’에서 ‘직업인’으로 역할을 옮겨가기 위하여 자신의 직업적 자아개념

을 반영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

을 준비하는 주요 진로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개인에게 있어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생애 큰 변화이자 중요한 전환으로, 이후 성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이 시기 성공적인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진로개발은 개인이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기 때문에 직업세계 변화, 고용환경 변화, 채용동향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산업 환경의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개인이 

자기 주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적응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학생 요구를 충족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진로지도를 위해

서는 기존 환경을 고려한 진로지도 패러다임에서 최근의 환경을 반영한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진로지도는 1900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한 특성-요인이론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아실현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을 반영

한 진로개발이론에서 비롯된 취업 프로그램 중심의 매칭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 있

지 않다(김정희 외, 2016, 2017; 성희진, 나승일, 2012; 진미석 외, 2010). 매칭 패러

다임에서 진로는 예상가능하고 선형적인 연속성으로 가정되나, 오늘날 사회 변화를 고

려한 진로는 무경계(boundaryless) 진로(Arthur, 1994)와 프로티언(protean) 진로

(Hall, 1996)로 재개념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진로는 점진적인 경로나 사다리에서의 

상승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직업적 자아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진

로를 구성해 나가는 프로젝트로서 접근이 필요하다(Savickas, 2013). 진로구성이론

(career construction theory)은 매칭 패러다임에서 의미 구성(meaning-making)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한다(고재성, 2013). 진로구성이론은 

진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구성된 이론으로, 개인은 그들의 직업적 행동과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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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자아 개념(self-concept)을 구현하는 적응

적 전략을 통해 진로를 구성해간다는 해석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으로 접근한다. 

Savickas(2013)가 주체자(agent)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진로행동을 주도하는 진로

구성 과정을 진로적응으로 개념화한 이후에 이를 입증하는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서 진로적응 과정은 진로적응모형(career construction model of adaptation)으로 

제안되었다(Savickas & Porfeli, 2012; Hirschi et al., 2015; Rudolph et al, 

2017). 진로적응모형에서는 적응준비(adaptivity),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응(adapting responses)로 이어지는 적응의 결과로 진로적응(adaptation)이 이

루어진다고 본다(Savickas, 2013; Savickas et al., 2018).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서 

진로적응모형의 각 영역이 유의하게 구분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Hirsch et 

al., 2015; Savickas et al., 2018), 진로적응은 적응의 결과라는 점에서 진로적응자

원이 진로적응반응 즉,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인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로적응에 대한 연구는 진로적응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적응반응으로 이어지고 진로적응반응 내 역동적인 과정

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대학생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본격적인 이

행 준비를 하는 단계로, 개인의 내적 자원인 진로적응자원을 개발하는 데에서만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적응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의 역동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진로적응모형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진로지도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적응반응 간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Schmitt & Chan, 

2014; 유지연, 신효정, 2019).

진로적응모형에서는 진로 과업, 전환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적응반응은 지향

(orientation), 탐색(exploration), 확립(establishment), 관리(management), 분리

(disengagement)의 5가지 행동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avickas, 2013; 

Savickas, 2015; Savickas & Porfeli, 2012). Savickas 외(2018)는 진로적응모형에

서 상정하는 적응반응을 완전히 측정하는 도구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적응반응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로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SCCI)’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의 행동 세트는 기존 진로개발이론이나 의사결정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변인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가정되어 있는 변인들로,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반응 수준을 측정하는 접근은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제한하기에 적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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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내 변인 간의 관계가 상정될 필요가 있다. Savickas(2013, 2015)가 제안한 진로적

응반응 단계는 크게 진로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향, 탐색, 확립 반응과 의사결정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관리와 분리 반응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보다 집중해 볼 때, 진

로개발 및 진로의사결정은 이러한 과업 수행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에서(Hirschi & Läge, 2007; Super, 1974) 지향 반응으로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진로선택몰입은 선택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동기요인으로 확립 반응과 관

련된다(김태환, 2018). 몰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몰

입 이전 단계에서 잠정적인 몰입단계로 접어들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탐색하여 진로대안을 형성하며, 몰입단계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진로목표를 인식하

고 개인의 진로결정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Blustein et al., 1989; 최수정, 

2007). 따라서 진로선택몰입 이전에 탐색 반응으로서 진로탐색행동이 선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진로탐색행동은 진로 단계 중 탐색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가장 핵심

적인 진로과업이자 진로구성주의에서는 진로과업, 직업 전환, 일 관련 트라우마에 대한 

적응을 위한 개인 내적 출발점이다.

한편, 진로구성이론은 진로개발이론을 재개념화한 이론인 만큼 기존의 진로개발이

론에서 상정한 진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각 이론에서 제시한 

가정을 비교해보면, Super(1990)는 생애 단계를 통한 개발은 능력과 흥미의 성숙을 

촉진하고, 부분적으로 현실 평가와 자아개념 개발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도될 수 있다

고 본 반면, Savickas(2005)는 진로구성은 어느 단계에서나 진로개발과업과 직업전환

을 설명하는 대화, 적응성을 높이는 훈련, 직업적 자아개념을 명확히 하고 검증하는 활

동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고 보아 진로구성이론에서 경험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Savickas, 2016). 이에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

화를 위해 성찰의 과정을 강조하여 개입을 설계한다. 개인은 생애 다양한 경험들을 상

기하며 그 이면에 있는 동기를 되살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Savickas, 2015), 

이러한 진로경험성찰의 과정을 통해 진로구성이론에서 상정한 자아와 사회의 반복적인 

거래가 강화된다. 즉, 진로경험성찰은 진로탐색행동 이후에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

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

하여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를 이끈다. 따라서 지향, 탐색, 확립의 상정된 진로적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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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함께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진로경험성찰을 진로적응반응 중 탐색 

반응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여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둔 대학생의 진로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적응반응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적응반응으로 설정된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 변인 간 구조적인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로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진로지

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로, 진로구성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 요구

되는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한 실천적인 개입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진로구성이론이 진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접근한

다는 점에서(Savicaks, 2011), 진로적응모형 내 진로경험성찰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함

으로써 성찰에 기반한 진로개입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인 진로과업 실행의

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과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인과적 구조 모형을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

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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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은 서로 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0. 대학생의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매개로 진로선택몰입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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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

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경험성찰을 매개

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

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7.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

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적응자원

진로적응자원(career adaptability resources)은 직업적 역할에 자아개념을 통합하

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

적 자원을 의미하는 잠재변인이다(Savickas & Porfeli, 2012; Hirschi et al., 2015). 

이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모형의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적응자원의 개념에서 진로적

응자원을 정의하였으며,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을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관찰변인인은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값으로, 진로관심은 미래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감지하는 것이고, 진로

통제는 개인이 자신에게 진로를 구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것이며, 

진로호기심은 자신과 직업세계 사이의 적합성을 알고 싶어 하고 탐구하는 것이고, 진

로자신감은 적절한 교육 및 직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행동 과정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Savickas, 20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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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willingness for implementation of career tasks)는 개인의 

진로 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태도를 의미하

는 잠재변인이다(Crites, 1965; Hirschi & Läge, 2007; Super, 1974). 이 연구에서는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단일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

한 값을 의미한다.

다.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아와 환경의 통합을 위한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

가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을 의미하는 잠재변인이다(Flum & Blustein, 2000; 

Porfeli & Skorikov, 2010). 이 연구에서는 자기탐색, 직업세계탐색, 진로대안탐색을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관찰변인은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값으로, 

구체적으로 자기탐색은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 성격 등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을 말하고, 직업세계탐색은 직업 전망, 직업 환경, 직업 특징 

등 직업세계에 대하여 폭넓게 학습하고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

이며, 진로대안탐색은 접근 가능한 진로대안을 확인하고, 진로대안과 자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을 말한다.

라. 진로경험성찰

진로경험성찰(career experience reflection)은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

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는 내적 활동을 의미하는 잠재변인이다(Grant, et al., 2002). 이 연구에서는 자기인식

성찰과 진로자기조절을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관찰변인은 연구자가 개발한 측

정도구에 응답한 값으로, 자기인식성찰은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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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숙고하는 내적 활동이고, 진로자기조절은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

적 활동을 말한다.

마.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은 진로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

분야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신의 목표, 가치, 신념으로 통합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

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전념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잠재변인이다

(Luyckx et al., 2008; Porfeli, et al., 2011; Schwartz et al., 2013; 김태환, 

2019). 이 연구에서는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관

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관찰변인은 김태환(2019)이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값

으로, 진로목표 선택은 진로목표로써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를 선택하였다고 인식하

는 수준이고, 진로목표 동일시는 진로목표 달성을 통해 수행할 직업역할을 자신의 신

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이며,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자신이 선택

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수준을 

말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 대학생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재학생으로, 진로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받는 전공분야인 의약계열, 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

연계열, 공학계열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로 학사일정이 조정되고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학년의 경우 

개인의 진로개발이나 대학 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1학년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국내 

모든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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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 환경 변화

가. 대학생의 진로과업과 진로 환경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진로개발 이론을 주장한 Super(1957)의 생애 진로단계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단계는 탐색기의 전환기와 시행기에 해당한다. 대학생은 생애 역

할로서 학생에서 벗어나 근로자로 거듭나는 진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은 진로 개발에 있어 청년기 개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work) 적응 중 하나이다Ng & Feldman, 2007). 2018년 기

준 국내 고등학교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9.7%로(e-나라지표, 2019), 국내 

청년의 사회진출은 대학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 시기는 직

업세계로의 이행, 즉 이행이라는 진로 전환의 변화를 앞두고 성공적인 적응 준비가 필

요하다.

구분 내용
성장기
(출생～

14세 전후)
환상기 Ÿ 본능적 욕구가 지배적이며 역할 수행을 중시함
흥미기 Ÿ 진로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흥미가 중시됨
능력기 Ÿ 진로선택에 있어서 능력을 중시함

탐색기
(15～24세)

잠정기 Ÿ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 선택
전환기 Ÿ 직업세계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자아개념 확립
시행기 Ÿ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 선택

확립기
(25～44세)

정착기 Ÿ 자신이 선택한 일의 세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한두 차례 변화를 시도함

안정기 Ÿ 진로유형이 안정되는 시기로, 직업세계에서 안정과 만족감, 소속감, 
지위 등을 얻음

유지기(45～64세) Ÿ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여 지위와 상황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쇠퇴기(65세～  ) Ÿ 직업에서 은퇴하여 다른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음

자료: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pp.71-79. 재구성.

<표 Ⅱ-1> Super(1957)의 생애 진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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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진로개발의 특징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적 선호를 

분명히 하여 직업적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한 분야에서 적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확립

해 나가는 데 있다. 개인은 ‘학생’에서 ‘직업인’으로 역할을 옮겨가기 위하여 자아개념

을 반영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개인에게 있어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이후 성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성공적인 진로탐색 및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진로과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

인 직업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특성에 대한 개인

적 선호를 구체화하며, 진로를 설계하고 적합한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Savickas, 2013). 이영

대 외(2004)가 제시한 생애단계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는 대학생 시기에 해당되는 진로

과업으로, 그 특징은 구체적인 진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는 각 영역에 걸쳐 진로와 관련한 긍정적인 의식 및 태도 함양, 그리고 

기초적인 역량 개발이 주된 과업이었다면, 대학 단계에서는 직업 세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여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역 내용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Ÿ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Ÿ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Ÿ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진로정보의 탐색, 해석, 평가, 활용 Ÿ자신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석․평가․활용한다.

일, 사회, 경제 관계 이해 Ÿ사회 ․ 경제적 환경변화가 개인의 삶과 직업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한다.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 Ÿ긍정적인 조직 문화 형성과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태도와 습관을 갖는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수립 Ÿ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계획한다.
진로계획의 실천 Ÿ진로계획의 실천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효과적인 구직/직업유지/전환능력 Ÿ구직 및 직업의 유지․전환을 위해 요청되는 역량을 강화한다.
자료: 이영대 외. (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73-75. 재구성.

<표 Ⅱ-2> 이영대 외(2004)가 제시한 대학생 시기의 진로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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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로과업은 직업세계 변화, 고용환경 변화, 채용동향 변화를 고려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산업 환경의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고용형태와 고용관행에 유연성이 증가되었다(김은석, 

2011). 이에 따라 개인의 진로개발은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며 직업을 탐

색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관리역량, 문제해결능력 등 미래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빠르게 변

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직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직무역량을 가진 인재

를 선호하면서 대학생들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학 중 인턴십과 아르바

이트 등을 통한 일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대학생의 진로개발에서 변화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환경으로는 진로 전환과 

진로과업 외에도 일 관련 트라우마에 대한 측면이 있다(Savickas, 2013). 일반적으로 

일 관련 트라우마는 산업 재해, 직업으로 인한 상해, 계약 위반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

건으로 인한 것을 의미하는데(Savickas, 2013), 대학생은 이와 같이 일에 의한 직접적

인 트라우마보다는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과 청년 고용 환경의 어려움에 따른 간

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정윤경 외, 2017). 기업의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좋은 일자리의 감소,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등 본격적인 취업 준비

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에 따르면, 청년의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0.8개월로 준비 기간이 점차 길어지

면서 졸업을 유예하거나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인한 수동적 교육 행태가 개인의 진로 개발에 복합적으로 작용

하면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높은 단계인 성취보다도 낮은 단계의 부적응적 지위로 

분류되는 유예, 유실, 확산된 혼미, 무관심한 혼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진

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혜승, 2016). 따라서 대

학생은 사회적인 구조와 동향에 따른 진로 환경을 고려하여 원활한 진로 전환을 도모

하면서도 개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에서도 대학생의 대학 입학 이후 중도 진로변경(예: 휴학, 편입, 

중퇴, 미복학, 자퇴 등)의 증가와 청년실업의 대두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중간 다리 역할로서 진로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김정희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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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패러다임의 전환

대학 내 커리어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교직원들이 학생의 직업지도에 대한 책무

를 가지고 있었다. 1900년대 초 직업(vocation)과 진로(career)라는 용어가 혼용되었

듯이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와 진로지도(career guidance)는 그 근원을 공

유한다(Herr, 2001). 1900년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직업이 이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공장을 찾아 도시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직업지도는 개인

을 적절한 직업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Parsons(1909)는 개인과 직업을 매칭하는 1대 1 과정을 직업지도라고 보았으며, 직업

상담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직업지도의 대상 범위는 대상의 나이 및 환

경, 다루는 문제 등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광범위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

을 대상으로 교육, 주택, 보험, 의료, 그리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대군인원

호법(GI Bill) 시행과 경제 호황에 따른 고용 수요의 증가는 대학의 커리어센터 확대를 

촉진하였다(Dey & Cruzvergara, 2014).

1950~1990년대에는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차이, 학습 및 개발, 특성-요인

적 접근, 성격 유형, 흥미 측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이론이 

등장하면서 직업지도와 직업상담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Herr, 2001). 1940년대부터 1970년대 대학의 커리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진로지도는 

Parsons의 특성-요인이론을 기반으로, 졸업생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직무를 매칭하

여 취업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경기 성장의 둔

화에 따른 경쟁구도의 증가와 고등교육에서 발달론적 모델의 확산으로,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개발에 대한 주체자로 인식되었다. 커리어센터는 기존에 개인과 직업의 매

칭 과정을 관리하던 데에서 상담, 진로 계획, 구직 준비에 더 중점을 두고 진로지도로 

옮겨가면서 담당자의 상담 역량이 강조되었다. 

오늘날 직업지도는 주로 직업심리학(vocational psychology) 분야에서 논리적인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능력, 흥미, 성격 특성과 같은 범주에서 직업 유형과의 객

관적인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로지도는 직업지

도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학술지도, 직무배치, 경력코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인의 

교육, 훈련, 직업 선택과 진로관리를 지원하고자 의도된 서비스 및 활동을 가리킨다

(OECD, 2004; Savickas, 2015b).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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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용주 및 전문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촉진되

는 네트워크가 강조되었다. 이 시기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커리어센터의 주요 성과지표

로 여겨졌다. 더욱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에서도 나서 대학의 커리어센터에

서 멘토링과 경험적 학습뿐만 아니라 인턴십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커리

어센터는 재학 중 학생들에게 유의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구분 1940-1970 1970-1990 1990-2010
패러다임 취업 알선(reactive) 상담(proactive) 네트워킹(interactive)

환경적 요소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제조업 호황

자아실현 운동,
일자리 기회의 다양성,

일자리 감소
닷컴(dot-com)붐,

대학지원금,
세계화, 세대 간의 변화

목적 취업 알선 의사결정 및 기술개발 준비, 교육, 수익 창출
방법 고용서비스 상담, 워크샵, 유인물 코칭, 강의, 취업박람회, 

웹 자원
명칭 취업알선센터 진로개발센터 진로 서비스

이해 관계자 학생, 고용주 학생 학생, 고용주, 부모
이론적 지향 특성 요인

(준거 매칭)
유형학

(성격, 흥미, 기술에 기반한 
매칭

절충적
(상담사의 이론적 

관점에 기반)
제공자 특성 일자리 필터링 일반 상담사 코치, 조직자(organizer), 

교육자
제공자 스킬 처리(processing) 상담 멀티태스킹, 코칭, 조정 

위치 취업알선 사무실 상담실 웹, 강의실, 이벤트 홀
성과 측정 취업알선 자료 프로그램 참여자 수 학습 성과,

고용, 발생한 수익
자료: Dey, F., & Cruzvergara, C. Y. (2014). Evolution of career services in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48, 5-18. pp.16-17. 재구성.

<표 Ⅱ-3> Dey와 Cruzvergara(2014)가 제시한 대학 진로지도의 변화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진로개발은 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로 이해되었다(진미석 외, 2010). 1990년대 말부터 몇몇 대학에서 진로 및 취

업지원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청년실업에 대한 높

은 사회적 관심으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학 내 진로상담, 진로정

보 제공, 현장연계 및 취업지원 등의 진로지도 기능이 자리 잡게 되었다(김승보, 신선

미, 2014).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에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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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고, 2006년 노동부는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시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청년실업해결 노력 활성화를 유도

하고자 하였다(이영대, 윤형한, 2007).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진로지도에 관하여 조항이 명

시되어 있지 않으며, 초중등학교 교육의 전반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역시 진로지도 

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반 초중등학교를 포괄하여 진로지도를 이끌어 가

는 기본적인 정책을 이 법규정들로 수행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진미석 외, 2015). 이에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초중등학교 학생뿐만 아

니라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장애가 있는 학생 등) 등으

로 진로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적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

학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였으나, 초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을 다룬 

것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여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윤경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등학교 중심으로 국가 진

로교육 정책이 운영되어 온데 반해,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학에서의 진

로교육이 국가적 차원의 관심 사안으로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김정희 외, 2016).

초·중등 단계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과 지침, 그리고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정보 등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진

로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반해(최동선 외, 2008), 최근 대학에서는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른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내용에 적합한 프로그램 유형으로 개발하고, 프

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7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장현진 외, 2017), 4년제 대학

에서 진로지도에 대한 계획을 54.0%~55.8% 정도가 대학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었고, 

31.9%~36.2% 정도가 담당 조직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었다.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

는 진로지도는 소속 학생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대학생 단계에 적합한 진로준비 수준

에 도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상 학생의 수준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

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로서비스를 구성한다. 따라서 명확한 진로지도 요구를 가진 학

생 외에도 소속된 전체 학생 그리고 복학생, 장애인 학생 등의 소수자 학생들에게까지 

진로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포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이 자기 주도적이며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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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로를 개발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진로지도의 패러다임이 ‘개인과 직업의 연결

(match-making)’에서 ‘삶에서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로 변화되었다(고재

성, 2013). 이에 ‘의미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로교과목을 운영하고, 

인턴십, 현장실습과 같은 일 경험에서 진로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며, 취업 중심의 진로

지도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경험이 개인의 진로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

록 진로학기제를 도입하여 학생 주도의 경험 기반 학습을 촉진하고 있다. ‘의미 만들

기’를 위한 진로교과목에서는 기존 진로교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자기이해, 직업

세계 이해와 탐색, 진로준비행동 등의 모듈 외에 삶의 의미 찾기와 성찰 모듈을 설계

하여 개인의 진로개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항목을 수

집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과 능력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경험을 뒤돌아보며 미

래에 들어갈 항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도록 운영된다. 실제 한 

학기 교과목으로 운영한 이후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성찰하고 앞

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생겼다는 점에서 교과목 활동 중 포트폴리오를 

가장 의미 있는 결과로 꼽았다(손영민, 2016).

한편, 도전적인 업무환경에서 자기성찰과 문제해결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인턴십과 

현장실습과 같은 일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조세홍, 장명희, 홍은선, 

2019).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한 김지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은 경험학습 과정으로서 대학생이 예

비사회인에서 사회인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이차적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직업인, 직장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준

비 사항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성찰적 활동이 이루어지며, 진로, 직업, 직장에 대한 태

도와 준비도를 새롭게 인식하는 학습과정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진로학

기제는 대학마다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학 교육과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지식을 활용하며, 진로

와 자신의 특성을 탐색하고 일 경험으로 확장되는 보다 실천적인 진로탐색을 하게 된다

는 점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경험 중심의 활동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진로개

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에서의 진로지도가 갖는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이민욱, 정지은, 정동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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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

가. 진로구성이론

진로이론은 직업심리학에서 자아(self)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관점에서 확장

되었다. 자아를 보는 관점에 따라 진로이론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데, 1) 자아를 객체로 보는 관점(self as object)은 특성-요인이론 및 성격유형이론과 

관련되며, 2) 자아를 주체로 보는 관점(self as subject)은 진로개발이론, 그리고 3) 자

아를 프로젝트로 보는 관점(self as project)은 진로구성이론의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

(Savickas, 2011).

구분 특징 주요 진로이론
객체(object)로서의 

자아
Ÿ성격(personality)을 중심으로 개인 간 차이를 객관화하고 
유형화하는 데 중점

Ÿ개인-환경 적합성을 고려한 매칭
특성-요인이론,
성격유형이론

주체(subject)로서의 
자아

Ÿ개인의 개성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 중시
Ÿ직업적인 맥락에서 자아개념 실현을 위한 노력과 적응 진로개발이론

프로젝트(project)
로서의 자아

Ÿ사회적 맥락에서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해가는 
프로젝트로서 과정 중시

Ÿ개인의 생애 주제에 따라 진로 행동 구성
진로구성이론

자료: Savickas, M. L. (2011). The self in vocational psychology: Object, subject, and project. In P. J. 
Hartung & L. M. Subich (Eds.), Developing self in work and career: Concepts, cases, and contexts (pp. 
17–3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pp. 20-28. 재구성.

<표 Ⅱ-4> 자아(self)에 대한 관점에 따른 진로이론

객체로서의 자아(self as object)의 접근법은 자아를 성격(personality)으로 간주하

고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Savickas, 2011). 1900년대 이전 농경사회에

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하게 도덕적인 인격(virtuous character)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

이 강조되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은 개인이 공동체가 아닌 자신의 삶을 추구

하면서 각자의 차이를 강조하는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공동체 

윤리보다는 개개인의 욕구가 강조되었고, 각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참된 본성이 있으며 이 본성이 성격으로 발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본질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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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유형화하는 차이 심리학(differential psychology)으로 

이어졌으며, 이 심리학에 근간을 둔 특성-요인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적응결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집중하였다. Holland(1997)의 성격유형이론은 특성-

요인이론의 연계선 상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6가지 성격 유형인 현실형(Realistic), 탐구형

(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진취형(Enterprising), 관습형

(Conventional)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환경 적합성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성격유형은 환경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으로, 태도와 기술적인 면에서 일련의 

특징을 갖기에 개인은 자신에게 매칭되는 환경을 찾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서 진로지도는 개인 특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칭되는 직업 분야에서의 성공 가능성

을 예측하는 데 집중한다.

자아를 주체로 보는 관점(self as subject)에서는 개인은 일정한 권한을 가진 주체

자(agent)로 묘사된다(Savickas, 2013).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기발견과 자아실현

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면서 개인의 내적 가치를 중시된다. 직업심리

학의 발달적 패러다임에서는 자아(self)를 주체(subject)로 보고 개성(personhood)을 

자아개념(self-concept)이라고 부른다. Super(1951)는 개인이 직업적 자아개념을 개

발하는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진로분야에 자아개념을 접목

하였다. 개인은 목표를 설정하고, 과업을 성취하여 진로 관련 사다리를 오르는 점진적

이고 위계적인 자아 관점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진로지도는 개인이 다가

올 생애 단계에 대비하여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주요한 진로과업에 대해 인식시키고 진로 

성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이 있다(유현실, 2018).

 1960~7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아에 대한 인식론에 점차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된

다. 이에 따라 자아를 프로젝트로 보고(self-as-project), 개인이 처한 사회에서 부여

받은 역할에 따라 모두 다른 다면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자아

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자아는 정체성으로 다뤄지며, 사회적 맥락 속에

서 관계를 통해 의미가 정립되고 이해될 수 있다(Savickas, 2011). 직업의 선택을 통

해 자신을 드러내는 진로 관련 행동의 이유가 바로 생애 주제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생애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생애 주제를 활용하여 자아개념을 발현

하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패러다

임에서 진로지도는 개인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핵심 주제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되도록 돕고 삶의 방향을 개인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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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유현실, 2018). 

진로구성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은 이러한 자아를 프로젝트로 보는 관

점에서 인간의 개발이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이 이론은 사회적 과정과 상호적 관

계를 통해 실제를 구성해간다고 설명하는 사회구성주의를 메타 이론으로 하여 

Super(1957, 1981, 1990), 진로개발이론의 핵심인 자아(self)를 재개념화하여 진로가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제안된 진로구성이론은 현재의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용하

기 위해 재구성된 이론으로, 사회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진로개발의 특

징을 잘 포착하고 있다. 개인은 그들의 직업적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자아 개념(self-concept)을 구현하는 적응적 전략을 통해 진로

를 구성해간다는 해석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으로 접근한다. 

앞서 자아에 대한 3가지 관점은 Savickas(2013) 진로구성이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

다(Patton & Mcmahon, 2014). 진로구성 과정은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동안 다

르게 진행된다고 보고, 이를 개인은 행위자(actor)로서 자아 구성(self-construction)

을 시작하고, 점차 행위를 조치하는 주체자(agent)가 되며, 행위를 설명하는 저자

(author)로 발전해 간다는 McAdams와 Olson(2010)의 자아에 대한 3가지 층위

(layers)를 적용하였다. 진로개발의 과정을 단계(stage)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층위로 

설명함으로써 층위가 더해질수록 이전 층위를 바탕으로 진로개발의 수준이 깊어지고 

공고해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유년기의 진로구성은 객체(object)로서의 자아를 보는 접근에서 개인은 행위

자(actor)로서 가정에서의 지도 및 역할 모델을 따라 진로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

명된다. 유년기의 개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관되고 안

정된 선호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에는 이를 성격(personality)으로서 설명해왔는데, 

Savickas(2013)는 성격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발현된다는 심리학적 본질주

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미지(reputation)로 대체하여 설명한다. 이미지

(reputation)는 개인의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기존 성격 유형에 착

안하여 그 특성이 설명되나, 특성이 형성되는 것은 개인이 처한 맥락에 근거한다고 보

았다. 

개인은 청소년기가 되면 진로와 관련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요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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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 시기에는 자아를 주체(subject)로 보는 접근에서 주체자(agent)인 개인이 진

로개발과업, 직업 전환, 일 트라우마 등 변화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자기 규제

(self-regulating)를 통해 진로행동을 주도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진로적응은 적응하

고자 하는 의지 및 준비도(adaptivity)와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원(adaptability 

resources)을 바탕으로 적응 행동(adapting)을 수행한 결과로 개념화된다.

성인기가 되면 개인은 자신 만의 삶을 영위해나가길 요구받는다. 이 시기에는 자아

를 프로젝트(project)로 보는 관점에서 개인을 저자(author)로 보고, 개인이 자신의 진

로행동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개인과 사회 사이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진로이야기(career stories)와 정체성 내러티브(identity 

narratives)를 통합하여 개인은 진로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관통하고 있는 생애 주제

(career themes)를 발견하게 된다. 진로구성 과정에서 여러 층위를 형성해가면서 행위

자(actor)로서 개인은 자아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주체

자(agent)로서 진로 맥락에서 왜 행동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며, 저자(author)로서 개인

은 진로 주제를 통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한다(Savickas, 2013).

구분 특징 시기

행위자
(actor)

Ÿ가족의 영향을 받으며 가정의 지도를 따름
Ÿ문제 및 갈등 해결을 위해 행위자가 성장하면서 봐왔던 적절한 역할 모델을 
선택하고 적용함

Ÿ가정에서 지역사회, 학교로 확장되고, 집안일, 게임, 취미, 독서, 공부 등 
활동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안정된 ‘이미지(reputation)’ 형성

유년기

주체자
(agent)

Ÿ직업적 구상(plot)이 손실, 중단되는 상황에 처할 때 주체자가 강조됨
Ÿ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과업으로는 진로개발과업, 직업 전환, 일 
트라우마가 있음

Ÿ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자기 규제(self-regulating)가 중요해짐
Ÿ적응은 적응준비(adaptivity),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응(adapting)의 결과

청소년기

저자
(author)

Ÿ후기 청소년기가 되면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길 기대함
Ÿ다양한 진로행동을 독특한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함
Ÿ정체성 내러티브(identity narratives) 및 진로이야기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응적 행동을 지시하고, 활동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맥락에서 
개인의 독특함을 표현함

성인기

자료: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7th ed., pp. 147-183).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pp. 151-166. 재구성.

<표 Ⅱ-5> Savickas(2013)의 시기별 진로구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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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적응의 개념과 진로적응모형

1) 진로적응의 개념

진로적응(career adaptation)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측정되어왔

지만(Hirschi, Herrmannb & Keller, 2015), 진로 분야에 적응이 접목되면서 진로 

개발이 개인의 내적 성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

라는 관점이 더욱 확산되었다. 먼저 진로(career)는 진로 이론의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평가되는 Parsons(1909)의 특성-요인이론이 주를 이루던 때만 하더라도, 소명을 가리

키는 의미에서 직업(vocation)과 직종으로서 직업(occupation)과 유사한 의미로 혼용

되었다(McDaniels & Gysbers, 1992). 190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진로는 일생 동안 

한 개인과 관련한 일과 여가의 총체로(Sears, 1982), Herr와 Cramer(1992)는 진로의 

5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1) 개인마다 고유하며, 2)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생성되

고, 3) 역동적이며, 개인 삶의 여정 동안 전개되고, 4) 직업 전과 후에 대한 고려가 모

두 통합되고, 5) 가정 및 지역사회, 여가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이 서로 관련된 것

으로, 생애 일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였다. Savickas(2005)는 

진로 경로 상 일 경험의 합은 객관적인 진로이며, 주관적인 진로는 이를 결합된 전체

로 만드는 의미있는 이야기로, 직업적 행동을 지도하고, 규제하고, 유지하는 주관적인 

진로는 기존 사실에 대한 발견이 아닌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즉, 진로는 직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한 경험의 총체로서 개인과 환경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적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adapt(ation)’와 ‘adjust(ment)’를 모두 동

일하게 ‘적응’으로 번안하고 있다. 먼저, ‘adapt’는 사전적 정의로 “다른 조건이나 용

도에 맞게 변화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adjust’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거나 적절한 것을 만들기 위해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Cambridge Dictionary, 2019). ‘adjust’로 적응을 다루는 Dawis와 

Lofquist(1984)가 제시한 직업적응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에서는 직업 

적응을 개인의 가치가 환경의 강화요인에 의해 만족(satisfaction)되고 환경에서 요구

하는 요건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 충족(satisfactoriness)되는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

화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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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로적응으로서 적응을 강조하기 시작한 Super와 Knasel(1981)은 적

응이 상황에 앞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성숙

(maturation)이 청소년기 진로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 수행하기 위한 준비도라면 

적응은 성인의 핵심적인 개발 과정이라고 하였다. 진로적응은 동화(assimilation)와 조

절(accommodation)의 과정에 기반한 Piaget의 적응 모형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는데

(Piaget & Inhelder, 1969), 개인은 자신의 스키마에 부합하는 환경에는 동화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스키마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는 스카마를 수정하면서 

조절하여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Super & Knasel, 1981).

구분 내용 비고

Super & 
Knasel(1981)

‘새롭고, 성숙에서 벗어난(nonmaturational)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적응력은 성숙이나 성장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를 
내다보거나 개인이 상황에 앞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개념을 
포함함

주도적인 
행동

Pratzner & 
Ashley(1985)

외부환경의 변화에 개인이 자신을 맞추고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임

환경과의 
상호작용

Savickas, 
Passen & 

Jarjoura(1988)
적응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함. 성인의 진로개발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로서 진로 성숙도에서 변화하는 업무와 업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인 진로적응력으로 옮겨 감

Savickas 
(1997)

개인이 내부 구조의 성숙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기 개념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함

Savickas 
(2013)

진로 적응(adaptation)은 적응적 준비도(adaptive readiness),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응(adapting responses)의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응결과(adaptation results)임

<표 Ⅱ-6>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진로적응의 개념

Savickas(1997)는 적응이 생애주기 생애공간 이론(life-span, life-space theory)

의 개인차, 개발, 자아, 맥락 등 분절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진로 행동에 수반되는 복잡

성을 통합하는 잠재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즉, 생애 주기, 생애 공간 이

론(life-span, life-space theory)은 서로 다른 장면과 집단에서 진로의 복잡성을 설

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론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구조(진로개발이론, 자기개

념의 개발이론, 사회적 역할이론)로 인해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들이 통합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학습(learning)과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 잠재적인 통합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Krumboltz(1994), Lent와 Hackett(1994)은 학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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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인이 진로선택을 위한 태도와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

고, Brown(1990)과 Gati(1996)는 개인이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 직관과 타협을 어

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둔 의사결정 과정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Savickas(1997)는 연결 요인으로서의 학습과 의사결정도 적응의 구성 요소로 보고, 

적응(adaptation)을 통한 통합을 주장하였다. 

적응이라는 단어는 첫째, 빠르게 학습하거나 이해한다의 의미로 적성의 한 요인으

로 활용되고 있고, 둘째, 적합하다의 의미는 특성-요인이론 또는 개인-환경이론의 핵심 

개념이며, 셋째, 변화에 보다 적절하고 조화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진로의 개발론적 

관점에 일치한다(Savickas, 1997). 이를 다시 진로개발에 대한 4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개인차 관점에서는 상황에 맞추기 위한 개인 적응적 능력과 유형의 객관적

인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현상학적인 관점에서는 저자(author)로서 생애 이야기

를 구성하고 가치를 부여하거나 세계에 보다 완전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적응의 

주관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개발론적 관점은 전 생애에 걸친 적응의 기능과 

과정을 강조한다. 넷째, 맥락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적응해야 하는 장벽 및 여건과 관련

된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중점을 둔다(Savickas, 1997). 

Savickas(1997)는 개인이 내부 구조의 성숙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기 개념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에서 가정하는 진로 환경

은 Super(1957)의 진로개발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예상가능하고 선형적인 연속성의 

진로 환경과는 구분된다. 진로개발이론에서는 개인이 바람직한 성숙의 상태를 향해 질

서정연하고 규범적인 순서로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잠재된 잠재력을 전개하고 정교화

하면서 더욱 완성된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환경을 제공할 때 더욱 유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질서 있는 발전을 가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은 광범위한 외부 영향에 대응하도록 요구받는다(Collin, 

1997). 무경계(boundaryless) 진로(Arthur, 1994)와 프로티언(protean) 진로(Hall, 

1996)에서는 더 이상 점진적인 경로나 사다리에서의 상승이 아닌 직업 생활에 관한 

개인의 스토리로 본다(Savickas, 2013).

Savickas(2013)는 진로적응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예측불가능성이 강화된 환

경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개발에 있어서 변화가 촉진되는 진로과업, 직업 

전환, 일 트라우마로 인해 직업적 구상(plot)이 사라지고, 결렬되고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환경을 상정한다. Savickas(2013)는 진로구성 과정을 설명하는 3가지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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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중 주체자(agent)로서의 진로구성 과정을 진로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진로적

응은 적응적 준비도(adaptive readiness),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

응(adapting responses)의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응결과(adaptation 

results)로, 적응이 이루어지는 최우선적인 목표는 직업적 역할이 개인의 자아개념을 

입증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상황에 있다(Savickas, 2005). 개인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

어가는 동시에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적 자아개념과 일 역

할 사이의 반복적인 거래가 일어나 직업적 자아개념과 일 역할을 맞물리게 한다

(Savickas, 2002). 주체자로서 개인은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때 정체성에 따라 

자아개념에 부합하고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조절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주체자의 대처는 행동 동사로 드러나고 구체적인 반응으로 표현된다(Savickas, 

2013). 앞서 사전적 정의에 근거해 보았을 때, Dawis와 Lofquist(1984)의 직업적응이

론(Theory of Work Adjustment)에서 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

금씩 변경하는 것이라면, Super와 Knasel(1981) 이래로 다뤄진 진로적응은 기존과는 

다른 환경에 맞도록 비교적 많은 변화 또는 전환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진로적응모형

Savickas(2013)가 진로구성 과정 3가지 층위(layer) 중 주체자(agent)로서의 진로

구성 과정을 진로적응으로 개념화한 이후에 이를 입증하는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서 진로적응 과정은 진로적응모형(career construction model of adaptation)으로 

제안되었다(Savickas & Porfeli, 2012; Hirschi et al., 2015; Rudolph et al, 

2017; Tolentino et al., 2014). 진로적응모형에 따르면, 진로 적응(adaptation)은 

적응준비(adaptivity),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응(adapting 

responses)의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응결과(adaptation results)이다

(Savickas, 2013). 이 모형에서는 변화하는 조건을 다루는 행동(적응반응)을 기꺼이 수

행할 의지(적응준비)와 능력(적응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적응(결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Savickas, Porfel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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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진로적응모형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는 진로과업, 직업 전환, 일 관련 트라우마 

등 변화를 촉발하는 환경에 대한 작용을 전제로 한다. 먼저, 적응준비는 진로 환경 변

화로 발생하는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적응하고자 하는 변화 의지와 유연성 등의 

개인적 특성을 말한다(Savickas & Porfeli, 2012; Savickas, 2013; Hirschi et al., 

2015). 개인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진로와 관련하여 형성된 개인 내적 구조에 불평

형이 초래되는데, 적극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기울여 다시 평형 상태를 되찾고자 하는 

심리적인 경향성이다. 진로적응모형을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Rudolph 외(2017)

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적응준비는 인지능력, 성격5요인(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

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기존중감, 핵심자기평가, 주도성, 미래지향, 기질적 명확

성 등으로 측정되어 왔다. 

적응자원은 개인의 사회적 통합을 변경하는 현재와 향후에 예상되는 직업개발 과

업, 직업 전환, 일 관련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을 말한다

(Savickas, 2002). 진로적응자원은 super와 Knasel(1981)이 진로적응력을 제안한 이

래로 개념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적응적 행동을 좌우하는 개인이 가진 자원으로 개념화

되어 왔다. 진로적응자원은 진로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와 향후에 개인의 사회적 통합

에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으

로,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적응반응은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직업개

발 과업의 완수, 직업적 전환 대처, 업무 상 정신적 충격 및 우발 상황에 대한 적응 

등을 포함하여(Savickas & Porfeli, 2012), 반응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신념도 포괄한

다(Rudolph et al., 2017). 적응반응은 기존 연구에서 진로 계획, 진로 탐색,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등으로 측정되었다. 적응결과는 진로적응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얻어지

는 적응 행동의 성과로, 진로적응의 목표는 개인의 욕구를 환경의 수요와 기회에 맞추

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에 의한 성과로 설정된다. 즉, 적응결과는 

개인이 환경에 자신의 요구를 타협 및 통합하여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적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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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로정체감, 직무/진로/학교 만족, 조직몰입, 직무 스트레스, 고용가능성 등의 개인 

측면의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이직 의도, 소득, 고용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한 결과로 다뤄졌다(Rudolph et al., 2017).

구분 개념 특징

적응준비
(adaptivity)

Ÿ변화에 유연하고 변화 의지가 있는 성격적 특성(Savickas & Porfeli, 2012)
Ÿ진로 과업, 전환, 트라우마에 적합하게 대응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Savickas, 2013)

Ÿ진로과업, 직업적 전환, 일 관련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생소하고 
복잡하며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적합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Hirschi et al., 2015)

Ÿ진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도와 의지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맥락-일반적인 심리적인 특성(Rudolph et al,, 2017)

심리적 
특성, 

변화 의지

적응자원
(adaptability 
resources)

Ÿ개인의 사회적 통합을 변경하는 현재와 향후에 예상되는 직업개발 과업, 
직업 전환, 일 관련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Savickas, 2002)

Ÿ과업, 전환, 트라우마를 대처함에 있어 자기 조절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심리적 강점(Hirschi et al., 2015)

심리 
사회적 
자원,
강점

적응반응
(adapting 
responses)

Ÿ변화하는 상황을 다루는 적응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Ployhart & 
Bliese, 2006)

Ÿ진로과업과 변화하는 업무 및 진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는 적응 
행동과 신념 포함(Rudolph, 2017)

행동,
신념

적응결과
(adaptation 

results)
Ÿ적응 행동의 성과(Savickas, 2013; Hirschi et al., 2015)
Ÿ 개발, 만족, 성공, 안정성 등으로 나타나는 적합성 또는 조화 (Savickas 

& Porfeli, 2012)
성과

<표 Ⅱ-7> 진로적응모형의 요소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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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적응모형 관련 선행 연구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로 이어지는 진로적응 관련 개념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구분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Hirsch et al., 2015; Savickas et 

al., 2018). 그러나 진로적응모형이 연구와 현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다뤄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응준비
(Adaptivity)

적응자원
(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응
(Adapting Responses)

적응결과
(Adaptation Results)

Ÿ인지능력
Ÿ성격5요인(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Ÿ자기존중감
Ÿ핵심자기평가
Ÿ주도성
Ÿ미래지향
Ÿ기질적 명확성

Ÿ진로적응자원 (CAAS: 
Savickas & Porfeli, 
2012)

Ÿ진로 계획
Ÿ진로 탐색
Ÿ진로결정자기효능감

Ÿ진로정체감
Ÿ직무/진로/학교 만족
Ÿ조직몰입
Ÿ직무 스트레스
Ÿ고용가능성
Ÿ업무 성과
Ÿ이직 의도
Ÿ소득
Ÿ고용
Ÿ기업가정신 성과
Ÿ주관적 웰빙

자료: Rudolph, C. W., Lavigne, K. N., & Zacher, H. (2017).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8, 17–34. p.19.

<표 Ⅱ-8> Rudolpf 외(2017)가 제시한 진로적응모형 영역별 변인

첫째, 진로적응자원이 적응반응 즉,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모형에서는 진로적응을 결과로 지칭하고 있

기에 진로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로적응에 

대한 연구는 진로적응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진로적응자원이 적응반응으로 이어지

고 적응반응 내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부족하였다. Schmitt와 

Chan(2014)은 진로적응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매개모형을 반복적

으로 검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적응반응과 

관련된 변인을 단일 변인으로 설정하거나 적응반응 내 변인 간 관계에 대해서는 중점

적으로 다루지 않고 진로적응자원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Hirschi, et 

al,, 2015). 진로적응반응은 진로과업과 변화하는 업무 및 진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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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적응 행동으로서 진로적응반응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 따라서 이 진

로적응반응 내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적응자원과 적응반응 변인 간의 인과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많은 경험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진로적응자

원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한 유지연과 신효정(2019)에 따르면, 적응반응 차원의 변

인으로 다뤄지고 있는 강점활용, 경력계획, 소명실행, 자기주도학습, 진로결정, 진로결

정어려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여행동,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적응모형의 순차

적 관계에 따르지 않고, 진로적응자원을 예측하는 변인이다. 이는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 사이에 피드백 루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Johnston, 2018; 유지연, 신효정, 2019), 각각의 개념과 그에 적합한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변인을 적응반

응 또는 적응준비로 볼 것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진로적응모형의 정립을 위한 검증 

과정이 요구된다.

셋째, 진로개발을 위한 개입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적응반응을 촉진하는 변인에 대

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은 본격적인 이행 준비를 해야하는 단계로, 개인의 

내적 적응 자원인 진로적응자원을 개발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적

응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적응자원과 적응반응을 

높여 진로 적응결과를 얻도록 하는 시작점으로 적응준비 변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밝혀진 적응준비 변인은 주로 개인의 성격 특성(주도적 성

격, 인내력 등), 동기, 정서, 태도 차원의 변인으로(Rudolph, 2017; 유지연, 신효정, 

2019), 이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개인 특성이다.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진로와 관

련한 개인 간 차이에 입각해 진로행동을 예측하기보다는 진로 개발 및 구성을 위한 실

천에 중점을 둔 이론인 만큼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변인을 밝히는 

데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기저 이론인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적응반응의 변인을 고찰하고 이

를 오롯이 측정하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Savickas 외(2018)는 기존 연구에서 일

반적인 적응반응을 측정하거나 특정 적응반응을 측정해 왔는데, 진로적응모형에서 상

정하는 적응반응을 완전히 측정하는 도구는 없다고 지적한다. Hirschi 외(2014)의 

‘Career Engagement Scale’과 같은 일반적인 적응반응의 접근에서는 구체적인 적응 

행동을 포착하지 못하며, Stumpf 외(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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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적응반응을 측정한 접근은 기저 이론에서 상정한 범위를 아울러 포착하기에는 한

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Savickas 외(2018)는 적응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SCCI)’를 개발하였는데, 이 도구는 진로 

탐색 단계에서의 진로구성과업을 명확히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진로 탐색 단계는 

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과 직업 정보를 바탕으로 직업을 결정하고 그 선택

에 전념하고 관련 교육을 받으며, 그 직업에서 위치를 찾음으로써 그것을 현실로 바꾸

는 것을 포함한다(Savickas et al., 2018). 그러나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반응 수준은 

측정하여 단일 변인으로 본 접근은 적응반응의 과정을 포착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

를 제한한다. Savickas(2013)는 진로 과업, 전환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적응반응은 지향

(orientation), 탐색(exploration), 확립(establishment), 관리(management), 분리

(disengagement)의 5가지 행동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들 변인은 기존 진

로개발이론이나 의사결정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변인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가정되어 

있는 변인들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적응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응반응 내 변인 간의 

관계가 상정될 필요가 있다. 

라. 진로적응반응

1) 진로적응반응의 개념

진로적응모형에서 적응반응은 진로과업과 변화하는 업무 및 진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는 적응 행동과 신념을 의미한다(Ployhart & Bliese, 2006; Rudolph, 

2017). 진로구성이론은 이론을 개발한 후 실천에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을 이론화

한 것이다(Savickas, 2015).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이러한 행위가 이루

어지는 맥락, 그리고 개인이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진로지도에 적용

할 수 있는 모형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진로적응반응은 적응적 행동 또

는 신념 등을 포함하지만 주로 행동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진로적응반응은 진로 환

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진로과업과 진로전환, 진로 트라우마에 적합하

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변화에 대한 준비도와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이 환경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적응반응 내 여러 변인 간의 역

동적인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 진로구성이론의 진로적응모형에서 설정한 적응반응 개

념에 입각하여 적응반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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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적응반응의 구조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진로 과업, 전환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적응반응은 지향

(orientation), 탐색(exploration), 확립(establishment), 관리(management), 분리

(disengagement)의 5가지 행동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avickas, 2013; 

Savickas, 2015; Savickas & Porfeli, 2012). 이는 Super(1975)의 생애주기를 진로구

성이론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는 각각 Super의 생애주

기 중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에 대응된다.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

의 순서적 배열은 Super(1975)의 진로개발이론에서 단계의 대순환을 가정한 것과 마찬

가지로 적응 순환(adaptation cycle)으로 개념화하여(Savickas, 2002; Savickas, 2005; 

Savickas, 2015), 진로적응에서 예측 가능한 최소 순환과정으로 묘사한다. 진로구성이론

에서는 변화를 강조하는데, 진로 단계별 진로과업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안정성이 재확립

되고 연속성이 유지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안정된 상태로 옮겨가게 되면서 생애 진로 단계별 목표는 달라진다(Savickas, 2002).

먼저, ‘지향’은 전 생애 중 4~13세까지의 연령에 해당되며, 이 단계의 주된 과업은 

직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Savickas, 2002). 직업적 자아개념은 개인의 전체 

자아개념체계 중 직업과 관련된 일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Landine, 2013),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질, 성격, 흥미, 가치 등을 말한다. 자아개념을 진로분야에 적

용하고 체계화한 Super(1963)는 직업적 자아개념을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

인 속성의 집합체”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진로구성이론 명제에 따르면, 직업적 자아

개념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다양하며, 직업적 만족은 개인의 직업적 자아개념을 실현

할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한다(Savickas, 2002). 지향 단계에서는 가정, 학교 등 여러 장

면에서 다양한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다각적인 직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탐색’은 14~24세 연령이 해당하며, 이 시기의 진로 과업의 목적

은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자아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

는 데 있다(Savickas, 2002). 이 시기 직업적 자아 개념을 점차 진로정체성으로 전환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직업적 자아개념이 관련된 특성의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진로정

체성은 이러한 자아개념의 분화와 통합 수준을 의미한다(Harren, 1979). 따라서 직업

적 자아개념이 점차 확고해지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구조로 통합되고,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어 분화가 이루어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Savickas(2002)는 이 단계에

서 1) 명료화(crystallization), 2) 구체화(specification), 3) 현실화(actualiz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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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진로개발 과업을 다루기 위한 정보탐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명료화는 직업

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로, 직업적 자아개념을 통합하여 Holland(1997)의 6가지 성격유

형과 같이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도식의 적합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Savickas, 2002). 선택 가능한 직업, 즉 진로 대안을 탐색하는 전반

적 진로탐색(exploration- in-breadth)을 통해 개인은 잠정적인 선호를 형성하게 된

다. 가령 어떤 개인이 자신의 특성이 분석적이며 지적 호기심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특성은 Holland(1997)의 성격유형 중 탐구형(I)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탐구형에 해당하는 직업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업을 비

교․분석한다. 두 번째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려내기 

위해 잠정적인 선호를 깊이 탐색하는 것이다(Savickas, 2002). 이때의 탐색은 심층적 

진로탐색(exploration-in-depth)으로, 자신의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때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서 개인의 자아개념을 구현할 수 있게 사회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세 번째 직업 선택

을 현실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선택을 실현하는 것이다

(Savickas, 2002). 교육 및 훈련, 인턴과 같은 일 경험 등으로 학교에서 점차 직업적 위

치로 이동하는 행동이 이어지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확립’은 25~44세 연령이 해당하며, 주된 목표는 개인의 내적 세

계와 외적 세계 간의 결합을 꾀하는 것이다(Savickas, 2002). 이 단계에서는 1) 직업

적 위치 안정화(stabilizing), 2) 직업적 위치 강화(consolidation), 3) 직업적 자아개

념 정교화(refinement)의 3가지 하위 과업이 있다. 먼저 직업적 위치 안정화는 조직문

화에 동화되고,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여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을 말하며, 직업적 

위치 강화는 숙련되고 긍정적인 업무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

며, 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직업적 자개개념 정교화는 개인의 삶

의 이야기에 깊이와 실질을 더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관리’는 경력 중기에 해당하며, Super 진로개발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 개

인은 그동안 자신이 확립한 것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Super(1984)는 이 시기 

과업으로 1) 권력에 순응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보유(holding), 2) 변화에 따라 요구되

는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업데이트(updating), 3) 업무를 새로운 방식으

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혁신(innovating)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프로티언 경력 모델과 무경계 경력 태도가 대두되면서 유지와 보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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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Savickas(2002)는 Super의 ‘유지’ 단계를 ‘관리’ 

단계로 대체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개인이 확립한 것을 재평가

(reevaluation)하고, 직업적 자아개념의 정교화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직, 직업, 

분야로 전환을 모색하여 새로운 위치에서 안정화를 위해 재탐색, 재확립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분리’ 단계는 경력 말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 개인은 직업에 대한 에너지와 

관심을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생활 구조와 다른 생활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분리 단계

에서는 1) 직업적 자아개념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2) 직업적 자아개념과 일반 자아

개념을 해체하여 직업세계에서의 은퇴를 계획하고, 3) 은퇴 생활을 하며 삶에 대해 성

찰하는 과업이 중심이 된다(Savickas, 2002). 

3) 대학생의 진로적응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

생애 전반에 걸친 대순환으로서 적응 순환뿐만 아니라 많은 전환 경험마다 소순환

(minicycles)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진로구성이론에서는 특히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의 이행, 직무 간 또는 직업 간 전환 시점에서 큰 변화에 대처하고자 작동하는 소순환

(minicycles)에 더욱 중점을 둔다(Savickas, 2002; Savickas, 2005). 개인은 진로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5단계의 적응 행동을 재순환하거나 재연관시키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같은 직무에서 평생에 걸쳐 일하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자주 직무를 변경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적응을 위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았다(Savickas, 2013). 개인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야 할 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로 

이어지는 적응적 수행의 주기를 형성하게 된다. 

Savickas(2015)는 이러한 적응 주기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개인 진

로에서 대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방향을 설정하고(지향), 자신과 상

황에 근거하여 입학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탐색하며(탐색), 특정 대학을 선택하여 그 

대학에 지원하고(확립), 대학에 등록하여 요건을 숙지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며(관리), 

졸업을 준비하는(분리) 적응반응이 이루어진다고 접목하여 설명한다. 또 다른 예시로 

실업자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필요를 인식하고(지향), 자신의 직업적 선호를 

결정짓고 기회를 탐색한다(탐색), 이후 직업을 선택하여 그 직업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자 노력하며(확립), 이직하기까지 자신의 역할을 관리한다(관리, 분리). 대학생 시기 직

업세계로의 이행이라는 진로과업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적응반응은 <표 Ⅱ-9>와 같이 구분지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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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잔로적응반응의 일반적인 주안점 대학생의 진로적응반응
지향 반응 Ÿ진로적응을 위해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짐
Ÿ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진로과업을 
인식하고 주도적인 진로개발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짐

탐색 반응
Ÿ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위험,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조사함

Ÿ직업적 자아개념을 명료화하고, 잠정적인 
직업적 선호를 구체화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정보를 탐색함

확립 반응 Ÿ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형 상태를 공고히 함

Ÿ자신의 진로 결정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진로에 전념함 

관리 반응 Ÿ개인이 성취한 것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둠

Ÿ역량 개발에 힘쓰며,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검토함

분리 반응 Ÿ개인이 처한 현재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음에 오는 진로과업 및 역할로 이행함

Ÿ직업세계로 이행을 위한 구직기술을 
익히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함

자료: Savickas, M. L. (2015). Designing projects for career construction. In R.A. Young, J. Domene 
& L. Valach (eds.), Counseling and action (pp. 16-17). New York, NY: Springer. pp.18-23. 재구성.

<표 Ⅱ-9> Savickas(2015)의 대학생 진로적응반응

먼저, 소순환 과정에서 ‘지향’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인식하고, 진로적응을 위해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Hartung & Cadaret, 

2017; Savickas, 2015). 다음으로 ‘탐색’은 개인은 변화에 필요한 요건, 위험,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조사한다(Savickas, 2015). 탐색은 이상적으로 전

반적 탐색에서 심층적인 탐색으로 이어진다. 직업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분야를 명료화

하기 위해 전반적 탐색이 이루어지며, 이후 심층적인 탐색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위

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선택한 직업에서 견습 등 시범적인 일 

경험을 통해 적합성을 탐색해 본다. ‘확립’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형 상태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몰입함으로써 새로운 평형 상태를 강화하거나 정교화한다

고 할 수 있다. ‘관리’는 개인이 성취한 것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

서 대학생은 자신의 역량 개발에 힘쓰며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노

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분리’는 개인이 처한 현재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음에 오

는 진로과업 및 역할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Savickas, 2015). 대학생은 본격적인 학

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구직기술을 개발하거나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적응반응의 주요 변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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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념적 틀에 제시된 

주요 반응 요소가 독립적인 변인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특정 변인의 하위 요소 또는 특

정 문항 수준에서 측정되고 있었다. 선설정된 진로적응반응 변인은 주로 탐색 반응 및 

확립 반응과 관련된 변인이 많이 다뤄졌다. 지향 반응에서는 진로계획 변인 내 진로개

발 계획을 수립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탐색 반응에서는 주로 진로탐색행동이 

다뤄지고 있었고, 확립 반응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진로몰입이 다뤄졌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변인
지향

Ÿ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진로과업을 
인식하고 주도적인 진로 개발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짐

● ●
Ÿ진로관여(계획 및 
목표 수립)

Ÿ진로계획(계획수립)

탐색
Ÿ직업적 자아개념을 명료화하고, 
잠정적인 직업적 선호를 구체화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정보를 탐색함

● ● ● ● ● ● ● ●
Ÿ진로탐색
Ÿ진로구성(탐색, 
명료화)

Ÿ진로관여
확립 Ÿ자신의 진로 결정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진로에 전념함 ● ● ● ● ● ● ●
Ÿ진로구성(결정)
Ÿ진로의사결정어려움
Ÿ진로몰입

관리 Ÿ역량 개발에 힘쓰며,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검토함 ● ● ● ● Ÿ진로구성(기술개발)

Ÿ진로관여
분리 Ÿ직업세계로 이행을 위한 구직기술을 

익히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함 ● ● Ÿ진로구성(이행)
주) ① Porfeli, E. J., & Savickas, M. L.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48–753.

② Rocha, M., & Guimaraes, M. I. (2012). Adapt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for a Portuguese sample: Formative and reflective 
constructs. Psychological Reports, 111(3), 845–869.

③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④ Hirschi, A., & Valeroa, D. (2015). Career Adaptability Profi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aptivity and Adapt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220–229.

⑤ Nilforooshan, P., & Salimi, S. (2016). Career adaptability as a mediator between personality 
and career eng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4, 1–10.

⑥ 김지근, 이기학. (2016).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3), 2.5-223.

⑦ Merino-Tejedor, E., Hontangas, P. M., & Boada-Grau, J. (2016). Career adaptability and 
its relation to self-regulation, career construction,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Spanis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92–102.

⑧ Savickas, M. L., Porfeli, E. J.,  Hilton, T. L., & Savickas, S. (2018). The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138–152.

<표 Ⅱ-10>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적응반응을 측정하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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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반응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계획이나 진로관여 변인의 문항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로계획에서는 “나는 내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

는지 알고 있다(I know what I need to do to reach my career goals).”, 그리고 

진로관여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업적 미래를 설계하려고 노력했다(Actively sought to 

design your professional future)”와 같은 문항이 지향 반응의 과업에 대한 인식이

나 목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계획은 “진로에 관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과정(Gould, 

1979)”으로 진로목표 달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진로관여는 “다양한 진로행동으

로 표현되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정도(Hirschi et al., 2014)”

로 진로행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향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모형 연구를 검토하여 본격적인 진로의사결정 전 

과업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변인을 지향 반응 변인으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확립 반응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진로결정과 진로몰입을 포괄

하는 진로선택몰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선택 이후 그 선택에 대

한 애착으로서 확립 반응과 관련되는데, 선택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여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 Blustein 외(1989)는 몰입은 몰입 이전 단계(uncommitted 

phase)에서부터 매우 몰입된 단계(committed phase)로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개

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에 대한 이해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몰입 이

전 단계에서 잠정적인 몰입단계로 접어들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

색하여 진로대안을 형성하며, 몰입단계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진로목표를 인식하고 개인

의 진로결정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갖게 된다(최수정, 2007). 따라서 진로선택몰입 이전

에 탐색 반응으로서 진로탐색행동이 선행된다. 진로탐색행동은 진로 단계 중 탐색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진로과업으로, 자아와 사회의 반복적인 거래로서 

진로구성을 설명하는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진로과업, 직업 전환, 일 관련 트라우마에 대

한 적응을 위한 개인 내적 출발점이다. 종합하면, 진로구성이론 및 진로적응모형에 기

반하여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 진로적응반응 변인으로 지향 반응인 진로과업 

실행의지, 탐색 반응인 진로탐색행동, 그리고 확립 반응인 진로선택몰입이 진로적응반응

이 주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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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로구성이론에서 성찰의 중요성

Savickas(2005; 2013)의 진로구성이론은 Super(1975; 1981; 1990) 진로개발이

론의 핵심인 자아개념을 재개념화하여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이론인 만큼 기본적

인 틀이 진로개발이론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Savickas(2013)가 제시한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의 진로적응반응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Super(1975)의 진로개발단

계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에 대응된다. 즉, Savickas(2005)가 상정

한 진로적응반응도 Super(1975)가 제시한 진로개발단계와 그에 따른 진로개발과업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진로과업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겉

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특징이 진로개발이론에서 다루는 특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개인의 내적 성숙에 의한 진로개발을 강조하는 진로개발이론과는 달리 진로구성

이론에서는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가 개인과 사

회 사이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각 이론에 차

이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진로구성이론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Savickas(2005)는 Super(1990)가 제시한 진로개발이론의 14가지 가정을 수정 및 

확장하여 진로구성이론의 16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다(<표 Ⅱ-11> 참조). 

구분 내용 Super(1990)

가정1
Ÿ한 사회와 그 제도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개인의 삶의 방향을 구성한
다. 젠더화와 같은 사회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생애 구조는 핵심
적 역할과 부차적 역할로 이루어진다. 일과 가정과 같은 핵심 역할 간의 
균형은 안정을 촉진하는 반면 불균형은 부담을 초래한다.

-

가정2

Ÿ직업들은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에게 핵심적 역할과 성격 형성을 위한 초
점을 제공하지만, 일부 개인들에게는 이러한 초점이 부수적이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 부모, 가정주부, 여가인, 시민과 같은 다른 생애 
역할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생애 역할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는 개개인을 
참여시키고 불평등한 사회적 위치에 배치하는 사회적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정14

가정3
Ÿ개인의 진로 패턴, 즉 연속적인 직업의 수준과 빈도, 지속기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개인의 교육, 능력, 성격 특성,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
적응력(career adaptability)에 의해 결정된다.

-

가정4 Ÿ사람들은 능력, 성격특성, 자아개념 등의 직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 가정1
가정5 Ÿ각 직업은 다양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내에서 각기 다른 직

업적 특성의 패턴을 필요로 한다. 가정3

<표 Ⅱ-11>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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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Super(1990)
가정6 Ÿ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적 요건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가질 

자격이 있다. 가정2
가정7 Ÿ직업적 성공은 개인이 그들의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에 적합한 일 역할을 

찾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7

수정․보완

가정8
Ÿ일을 통한 만족도는 직업적 자아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한다. 
직업 만족도는 성장과 탐색 경험에서 개인이 적합하고 적절한 역할을 하
도록 이끄는 직업 유형, 직업 상황,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의 확립에 달려
있다.

가정12,13

가정9

Ÿ진로구성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일 역할에서 직업적 자아개념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아개념은 유전적 적성, 신체적 기질, 다양한 역할을 관
찰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역할놀이의 결과가 동료와 감독자의 
승인에 부합하는 정도에 의해 개발된다. 일 역할에서 직업적 자아개념의 이
행은 개인 및 사회적 요인 간의 통합과 타협을 포함한다. 이러한 통합과 타
협은 역할놀이와 피드백으로부터의 학습, 취미, 수업, 동아리, 아르바이트, 
입사 등의 실생활 활동에서 진전된다.

가정10,11

가정10
Ÿ직업적 자아개념은 사춘기 후반부터 점점 안정되어 가고, 진로 선택과 적응에 
어느 정도 연속성을 제공하지만, 자아개념과 직업적 선호는 사람이 살고 일하
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리고 시간과 경험에 따라 변한다.

가정4

가정11
Ÿ직업적 변화의 과정은 성장, 탐색, 확립, 관리, 분리의 기간을 거쳐 진전
되는 진로단계의 대순환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5단계는 진로개발과업
에 따른 기간으로 세분된다.

가정5
가정12

Ÿ성장, 탐색, 확립, 관리, 분리의 소순환은 특정 진로 단계에서 다음 진로
단계로 이행하는 동안, 그리고 질병과 부상, 공장 폐쇄와 회사 정리해고, 
직업 재설계와 자동화와 같은 사회경제적·개인적 사건에 의해 불안정해질 
때마다 발생한다.

가정13
Ÿ직업적 성숙은 성장부터 분리에 이르는 연속적 진로단계를 따라 개인의 
직업적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적 구인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직업적 성숙은 연령에 따라 예상되는 진로개발과업에 준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정8

가정14
Ÿ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은 진로개발의 현재 및 예상되는 과업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인이다. 
태도, 신념 및 역량의 적응적 적합성은 관심, 통제, 개념 및 자신감의 개
발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

가정15 Ÿ진로구성은 진로개발과업, 직업전환, 개인적 트라우마 등에 의해 촉진되
어 이러한 생애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다. -

가정16
Ÿ진로구성은 어느 단계에서나 진로개발과업과 직업전환을 설명하는 대화, 
적응성을 높이는 훈련, 직업적 자아개념을 명확히 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

가정9
수정․보완

자료1)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pp.45-46.

자료2)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pp. 2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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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론의 가정을 비교해보면,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에서는 10가지의 가

정은 진로개발이론의 가정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4가지의 가정을 새롭게 추가하고, 

2가지 가정은 기존의 가정을 수정․보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새롭게 추가한 

가정을 살펴보면, 가정1에서 Savickas(2005)는 사회적 역할의 기능을 개인의 삶의 방

향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역할 간 균형이나 불균형으로 삶의 구조에서 안정을 가져오거

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고, 가정3에서 개인의 진로 패턴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개인의 교육, 능력, 성격 특성,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에 의해 결정되며, 진로적응력의 개념을 가정14에서 제시하여 진로태도, 

신념 및 역량의 적응적 적합성은 진로적응력의 개발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정15에서 진로구성은 진로개발과업, 직업전환, 개인적 트라우마 등에 의해 

촉진되어 이러한 생애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설정하여 진로구성

이 촉발되는 환경과 진로구성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진로적응력에 대해 새롭게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개발이론의 가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정7에서 Super(1990)는 성

공은 개인이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상태에 달려있다고 보고,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인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을 강조한 반면, Savickas(2005)는 직업적 성공은 

개인이 그들의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에 적합한 일 역할을 찾는 정도, 즉 개인이 자신

의 직업적 자아개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정9와 관련하여 Super(1990)는 생애 단계를 통한 개발은 능력과 흥미의 성

숙을 촉진하고, 부분적으로 현실 평가와 자아개념 개발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도될 수 

있다고 본 반면, Savickas(2005)는 진로구성은 어느 단계에서나 진로개발과업과 직업

전환을 설명하는 대화, 적응성을 높이는 훈련, 직업적 자아개념을 명확히 하고 검증하

는 활동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에서 

직업적 자아개념의 구현에 따른 진로구성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로구성을 촉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화, 적응성을 높이는 훈련, 직업적 자아개념을 명료화하는 활

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avickas(2002)는 4~13세까지의 연령에 해당되는 지향 단계에서는 

가정, 학교 등 여러 장면에서 다양한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다각적인 직업적 자아개념

을 형성하고, 14~24세 연령이 해당하는 탐색 단계에서는 직업적 자아개념이 점차 확

고해지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구조로 통합되고,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어 분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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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보았다. 직업적 자아개념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

는 개인 속성의 집합체”로(Super, 1953)), Super(1963)는 자아개념의 주요 차원은 전

통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보면서도 자아존중감(self-esteem), 명확성(clarity), 확신성

(certainty), 안정성(stability), 현실성(realism)과 같은 13가지 메타 영역

(meta-dimension)을 강조한다. 개인의 특성이나 자아개념은 전체적인 자아개념 체계

(self-concept system)로 형성되며, 메타 영역은 자아개념이면서도 그 체계로, 실제 

자아개념의 구현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표 Ⅱ-12> 참조).

자아개념(self-concepts) 자아개념 체계(self-concept systems)
자아존중감 

(self-esteem) Ÿ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구조 
(structure)

Ÿ개념들이 내부적으로 
차별화되는 방법

명확성 (clarity) Ÿ속성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분명한 
정도

범위
(scope) Ÿ특성의 수와 다양성, 크기

추상성 
(abstraction)

Ÿ구체적인 자아개념을 더 복잡한 
자아개념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정도

일치 
(harmony)

Ÿ자아개념 사이의 일치 
정도

정련 
(refinement)

Ÿ세부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융통성 

(flexibility)
Ÿ적절한 방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자신의 개념에 
흡수할 수 있는 것확신성 

(certainty)
Ÿ자신의 직업적 특징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

지속성 
(stability)

Ÿ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개념이 
일관된 정도

특이성 
(idiosyncrasy)

Ÿ다른 사람의 자아개념과 
구분되는 독창성

현실성 
(realism)

Ÿ자아개념과 외부 세계 사이의 
조화의 정도

우세함 
(regnancy)

Ÿ갈등이 생겼을 때 
자아개념의 회복력

자료: Groenestege, R. T., (2012). Examining and revising the vocational rating scale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mokken scale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wente. pp.7-8. 재구성.

<표 Ⅱ-12> Super(1957) 자아개념의 메타 영역

진로 단계에 따라 직업적 자아개념의 구현 과정을 살펴보면, 탐색 단계에서는 1) 

명료화(crystallization), 2) 구체화(specification), 3) 현실화(actualization)의 3가지 

진로 개발 과업을 다루기 위한 정보탐색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avickas, 2002). 직

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에서 전반적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개인은 사회에 적합한 잠재

적인 선호를 형성하고 명확성이 증대되며, Holland(1997)의 성격 유형이나 

Prediger(2001)의 직업 맵과 같이 기존에 있는 직업 특성 분류를 학습하면서 직업 분

류 상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후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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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내기 위해 잠정적인 선호를 깊이 탐색하여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행동

으로 전환하여 직업 선택을 현실화하게 된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탐색 단계에서 직업

적 자아개념은 지향 단계의 직업적 자아개념의 형성과는 구분하여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Taylor(1985)는 학교에서 직업세

계로의 이행 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직업 지식과 직업적 자아개념 명료화라는 두 가

지 변수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성공적인 진로선택 및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직업적 

자아개념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를 위해 성찰의 과정을 강조한

다. Savickas(2015)는 개인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핵심 주제가 보다 선명하

게 이해되도록 돕고 삶의 방향을 개인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진로

구성이론 패러다임의 진로지도에 입각하여(유현실, 2018), 진로전환을 앞둔 개인을 위

한 ‘생애설계 상담(life-design counseling)’의 지식, 기술, 행동에 대해 기술한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생애설계 상담의 핵심 요소는 관계(relationship), 성찰

(reflection), 의미부여(sense-making)로(Savickas, 2015), 생애설계 상담은 1) 구성

(construct), 2) 해체(deconstruct), 3) 재구성(reconstruct), 4) 공동구성

(co-construct)의 순서적 배열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Kolb(1984)가 제시한 1)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2)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3) 추

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4) 행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의 학습과정과 대응된다(Savickas, 2015). 

내담자 경험 생애 설계 학습 과정(Kolb, 1984) 내담자 작용
긴장

(tension)
구성

(construct)
구체적 경험

(concrete experience)
상징(symbolic 
representation)

집중
(attention)

해체
(deconstruct) 

성찰적 관찰
(reflective observation)

성찰적 
자기평가(reflexive 
self-examination) 

의도
(intention)

재구성
(reconstruct)

추상적 개념화
(abstract conceptualization)

새로운 깨달음
(new realizations)

확장
(extension)

공동구성 
(Co-construct)

행동적 실험
(active experimentation)

자아 수정
(revisioning self) 

자료: Savickas, M. L. (2015). Life-design counseling manual. Retrieved from 
http://vocopher.com/LifeDesign/LifeDesign.pdf.

<표 Ⅱ-13> 생애 설계 상담의 순차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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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생애 다양한 경험들을 상기하며 그 이면에 있는 동기를 되살리고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한다. 그러한 의미 만들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담자는 생애 경험을 관통하는 

생애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내담자의 진로 이야기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구성

(re-construction)된다.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이야기가 새로운 사건을 개인의 의미체계 

안으로 흡수하게 만들어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여 진로와 관련한 선택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Savicaks, 2011). 상담사

는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자아 인식(self-awareness)

을 확장하고, 추후 활동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유현실, 2018).

Super(1990)는 학습 경험이 흥미와 같은 진로 관련 개인 변인의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학습과 개발에 대한 Super의 거

시적이고 특성 중심의 관점에 더해 구체적인 학습의 과정과 매커니즘을 설명한다

(Lent, Brown & Hackett, 1994). Super는 학습 경험을 통한 진로 관련 내용적 측

면의 개발을 강조했다면,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학습 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 및 결

과기대 향상의 과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와 관련한 학습 경험이 개

인의 진로개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찰을 통해 가능하다. 무성찰의 단

계로서 습관적 행동과 이해를 통해서 개인은 형식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찰

을 통해서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일으키며, 숙고와 평가의 결과로서 스스로 본질적이

고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생애설계 상담의 주요 기법과 과정에 입각하여 볼 때 개인은 진로경험에 대한 성찰

을 통해 현재 자신을 이해하며, 진로경험성찰의 결과로서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숙고

함으로써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몰입한다. 진로구성이론에서 상정한 자아와 사회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한 진로구성은 실제적으로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Savickas, 2015). 진로구성이론은 이론을 개발한 후 실천에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실

천을 이론화한 것이다(Savickas, 2015).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 그리고 개인이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진로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다. 개인이 성찰을 통해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

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여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를 이끄는 실제적인 접근을 고려하

여 대학생의 진로적응반응에서도 경험에 대한 성찰이 진로의사결정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

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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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의 개념 및 측정

가. 진로적응자원

1) 진로적응자원의 개념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은 Super의 진로개발이론에서 청소년기 진로개발

의 핵심인 진로성숙도(vocational maturity)가 성인기 진로개발에까지 적용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인기 진로개발에 있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

다 강조하는 대안으로 처음 개념화되었다(Super & Knasel, 1979; Super & Knasel, 

1981). Super와 Knasel(1981)은 진로적응력을 “새롭게 변화하는 일과 업무 상황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readiness)“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진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대처하는 과정이라는 통찰력을 제시하였다(Rottinghaus, Falk & 

Eshelman, 2017). 이후 Savickas(1997)가 진로적응력을 성인기의 진로개발뿐만 아니

라 시대적 변화와 진로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질서정연하고 규범적인 순서

로 완성되는 진로 성숙이 아닌, 적응(adaptation)의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강조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진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변인이자 교육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생애 진로 설계를 촉진하는 개입(intervention)의 핵심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

(Hartung & Cadaret, 2017).

진로적응력은 초기에 현재 또는 임박해있는 예측 불가능한 과업이나 예상되는 진로

개발과업, 그리고 직업 전환과 개인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와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인으로 정의되었다(Rottinghause, et al., 2005; Savickas, 

1997; Savickas, 2002; Savickas, 2005). Savickas(2013)는 랑그(langue), 즉 사회 

관습적인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진로적응력 용어에 대한 혼

란을 줄이고자 적응준비(adaptivity),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응

(adapting responses), 적응(adaptation)을 구분한 ‘진로적응력 체계(career 

adaptability framework)’를 제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Rottinghaus, 

Falk & Eshelman, 2017).



- 42 -

구분 정의 비고
Super & 

Kansel(1981)
Ÿ새롭게 변화하는 일과 업무 상황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변화준비도
Super, Thompson, & 

Lindeman(1988) Ÿ변화하는 직업과 직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Savickas(1994) Ÿ새롭게 변화하는 직무와 직무 상황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Savickas(1997)

Ÿ일과 관련한 역할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예측가능한 
과업이나, 일과 일하는 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예측 불가능한 
조치(adjustment)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Savickas(2002) Ÿ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진로과업에 대한 개인의 준비도와 
대처하는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적 구인 변화준비도

+ 
심리사회적 

자원Savickas(2005)
Ÿ현재 그리고 임박한 진로 개발 과업, 진로 전환 및 개인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인

Rottinghause, 
et al. (2005)

Ÿ예상치 못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진로 계획과 업무 책임의 
변화에 대하여 계획하고 적응하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

심리사회적 
자원

장계영(2009) Ÿ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 변화준비도

Savickas & 
Porfeli(2012)

Ÿ개인이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관련하여 크거나 작은 정도로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변경하는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과업, 
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자원

심리사회적 
자원

<표 Ⅱ-14>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적응자원의 정의

Savickas(2013)가 제안한 개념에 따르면, Super와 Knasel(1981)이 개념화한 특성 

및 의지와 같은 변화 준비도(readiness)로서의 진로적응력은 ‘적응준비(adaptivity)’에 

해당하고, 강점 또는 심리사회적 ‘자원(resources)’으로서 진로적응력은 ‘적응자원

(adaptability resources)’에 해당한다. 이후에 이를 입증하는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진로적응모형(career construction model of adaptation)으로 공고해지면서

(Rudolph et al, 2017), 기존 진로적응력은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한 심리

사회적인 자원으로 진로적응모형의 두 번째 영역인 진로적응자원의 의미로 대다수의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다. 진로적응자원은 직업적 역할에 자아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에

서 예상되는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으

로 정의된다(Savickas & Porfeli, 2012; Hirschi et al., 2015). 이 자원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직업적 자아개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다루는 능력으

로(Savickas, 2005), 생소하고 복잡하며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자기 규제, 

즉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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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적응자원의 구성요소

진로적응자원의 구성요소는 진로적응력의 개념이 변화해 온 것에 따라 다양하게 다

뤄져 왔다. 준비도로 진로적응력을 정의한 Super & Knasel(1979)는 구성 요소로 일 

가치관, 일 현저성, 자율성, 계획성, 목표설정, 의사결정, 경험의 성찰로 설정하였고, 

Ashford & Taylor(1990)는 낙관성, 학습경향, 개방성, 내적통제소재,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였는데, 진로적응모형에 근거해 볼 때 적응준비와 적응자원에 해당하는 요소라

고 볼 수 있다. Savickas(1997)는 진로적응력은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개발 차원에서 계획, 탐색, 결정 등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Kenny와 Bledsoe(2005), Creed 외(2009), 그리고 Hirschi(2009)도 진로계획, 진로

탐색과 같이 진로적응모형의 적응반응에 해당하는 개발 차원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척도를 개발한 장계영(2009)은 구성요인으로 책임감, 목표

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를 설정하였는데, 대부

분 적응준비 차원의 변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모형에 비추

어 볼 때 낙관성, 개방성,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등의 성격적 특성인 적응준비와, 

진로계획, 의사결정, 진로탐색 등의 적응적 행동인 적응반응이 분화되지 않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구분 구성요소 비고
Super & 

Knasel(1979)
Ÿ일 가치관, 일 현저성, 자율성, 계획성, 목표설정, 
의사결정, 경험의 성찰 변화준비도

Ashford & 
Taylor(1990) Ÿ낙관성, 학습경향, 개방성, 내적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변화준비도, 

심리사회적 자원
Savickas(1997) Ÿ계획적인 태도, 자기 및 환경 탐색,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적응반응
Kenny & 

Bledsoe(2005)
Ÿ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계획, 학교동일시, 교육적 
장벽지각 적응반응

Creed, Fallon & 
Hood (2009) Ÿ진로계획, 자기탐색, 진로탐색, 의사결정, 자기조절 적응반응
Hirschi(2009) Ÿ진로성숙,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신감 심리사회적 자원,

적응반응
장계영(2009) Ÿ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변화준비도
Savickas & 

Porfeli(2012)
Ÿ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심리사회적 자원

<표 Ⅱ-1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적응력(자원)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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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ckas와 Porfeli(2012)가 진로적응자원을 측정하는 도구인 Career 

Adapt-Abilities Scale(CAAS)를 개발하여 13개 국가에서 타당화한 이후부터는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을 구성요소로 보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은 각각 1) 직업인으

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2) 직업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를 

강화하며, 3) 자아와 미래와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탐색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4) 자신

의 포부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개념화된다(Savickas, 2013).

진로관심(career concern)은 미래를 지향하고 준비하는 데 관여하는 정도를 말한

다(Savickas & Porfeli, 2012). 이는 진로적응자원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Savickas, 2013), 관심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직면해야 하는 과업을 인식하

고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Savickas & Porfeli, 2012). 진로

관심은 Ginzberg 외(1951)의 시간 조망(time perspective), Super와 

Overstreet(1960)의 계획 능력(planfulness), Tiedeman(1961)의 예상(anticipation), 

Crites(1965)의 지향(orientation), Harren(1979)의 인식(awareness) 등과 같은 변

인들과 관련된다(Savickas, Silling, & Schwartz, 1984; Savickas, 2013). 이 변인들

은 앞으로 예상되는 진로선택을 위한 실행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활용 등에 대

한 관심으로서 진로 관심은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진로관심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비전과 진로 포부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

킴으로써 현실적인 미래 관점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진로 관심이 부족할 경우 무관심, 비관, 무계획성 등을 반영하는 진로 

무관심(career indifference)으로 나타난다(Savickas, 2013).

진로통제(career control)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자기 단련의 정도로, 

진로통제는 개인이 자기 훈련, 노력 및 끈기를 통해 직면하는 과업에 대한 책임감 가

질 수 있게 한다(Savickas & Porfeli, 2012). 진로통제는 자기규제를 촉진하는 개인 

내적 과정으로, Rotter(1966)의 내적 통제 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Deci & 

Ryan(1985)의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Weiner(1985)의 노력 귀인(effort 

attributions) 등과 같은 변인들과 관련된다(Savickas, 2013). 즉, 내적 통제성을 갖은 

개인은 행동에 따른 결과의 책임이 주로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해 자신의 능력과 노력

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며(Rotter, 1966),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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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율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잘 형성된

다(Guay, 2005). 또한, 자율성을 비롯한 자기결정성이 있을 때 외적 영향이 있을 때

에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며(Deci & Ryan, 2000), 특정 결과의 원인을 내적이

고 통제 가능한 노력 귀인으로 지각하면 향후 행동방식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Weiner, 1985), 진로통제는 진로선택의 책임이 개인 자신에게 있고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이후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진로통제에는 자기 수양과 진로과업 및 직업적 전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성실하고 

신중하며, 조직적이고, 결단력 있는 과정과 개인 내적인 자기 단련이 포함된다. 따라서 

진로통제 자원이 개발된 개인은 진로과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게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나, 이러한 진로통제가 부족할 경우, 혼란, 미루기, 충동성 등의 

행동이 발현되는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된다(Savickas, 2013). 

진로호기심(career curiosity)은 자신과 직업 세계 사이의 적합성에 대한 호기심으

로 상황을 탐구하고 기회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정도를 말하는데, 진로호기심은 형성 가

능한 자아 및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

도록 한다(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이러한 진로호기심의 기능은 

진로개발 이론의 탐색 및 정보추구행동(information-seeking behavior)에 광범위하

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에 따른 자기이해 및 직업정보와 같은 직접적인 결

과물에도 반영된다. 이는 단순한 흥미 차원의 정보 수집이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바탕

으로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적 접근으로, 진로 호기심이 높은 개인

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실험적 상황에 대해 개방적이며, 새

로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위험을 감수하여 도전하는 특성을 보인다(노윤신, 2016). 이

러한 탐구적인 태도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정지은, 

2013). 따라서 진로호기심이 부족할 경우, 직업 세계에 대한 비현실성을 초래하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진로자신감(career confidence)은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과정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과제를 마주하였을 때 자

신의 선택에 따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Savicak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Savickas(2013)에 따르면 진로자신감은 자기존중감(self-esteem),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그리고 자기격려(self-encouragement)와 같은 변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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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행자기존중감이 높으면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고 목표 지

향적인 행동을 유지하는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으면 소극적이고 회피하려는 행동이 

유발된다(Coopersmith, 1967). 그리고 Bandura(1986)의 일반적인 사회인지 체계에

서 파생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는 학습경

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이 자기효능감은 다시 진로 관련 목표 설정, 행

동, 결과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Lent & Brown, 2013). 한편 자기격

려는 자기 내부에 맞추어 스스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며,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

력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의지를 증가시킨다(임경희, 2006). 이러한 변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진로자신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 과정에 몰입하게 되며, 그 과정에 수반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

적으로 노력하는 특징을 갖는다(노윤신, 2016). 반대로 진로자심감이 부족할 경우, 

직업적 역할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진로 억제(career 

inhibition)가 나타날 수 있다.

영역 태도 및 신념 역량 대처 행동 진로 문제
진로관심 계획적인 계획하기 의식이 높은, 관여하는 무관심

진로통제 결단력 있는 의사 결정하기 준비하는, 확신에 찬,
 훈련된 미결정

진로호기심 호기심이 많은 탐색하기 자의적인, 실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비현실주의

진로자신감 효과적인 문제 해결하기 문의하는, 끈질긴, 
분투하는, 근면한 방해

자료: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R. W. Lent & S. D. 
Brown(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into work (2nd 
ed., pp. 147-183). Hoboken, NJ: Wiley. p.158.

<표 Ⅱ-16> Savickas(2013)가 제시한 진로적응자원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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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적응자원의 측정

진로적응자원의 측정 도구로는 Rottinghaus 외(2005)의 CFI(Career Future 

Inventory), 장계영(2009)의 대학생 진로적응력 척도, Savickas와 Porfeli(2012)의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가 있다.

Rottinghaus 외(2005)는 개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측정하는 CFI(Career Future Inventory)를 개발하였는데, 이 도구의 기저 이론은 

Super와 Knasel(1981)을 확장한 Savickas(1997)의 진로적응력과 Carver과 

Scheier(1981)의 목표추구행동(goal-seeking behavior)의 자기 조절 모델

(self-regulatory model)에서 제안한 기질적 낙관성 개념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CFI는 진로적응력, 진로낙관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의 3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진로적응력은 “나는 일의 세계에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나는 

직장에서 변화하는 요구에 쉽게 적응할 것이다” 등의 총 11개 문항으로, 개인의 미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새로운 업무 책임에 대한 편안함 정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진로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측정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CFI를 타당화한 최옥현과 김봉환(2006)의 연구에서는 본래 제시된 

3요인 25문항과는 달리 3요인 20문항으로 확인되어 하위 요인에 대한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계영(2009)은 대학생이 학교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학교를 떠난 후 직업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진로적응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Super(1990)의 생애주기-생애공간 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진로적응력을 “변화하

는 직업 환경, 일과 직무, 대인관계 및 자기 자신에게 적응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대학생, 상담사, 기업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집단면접을 통해 

구성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이 도구는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

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5개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검정하였는데, 

진로정체감,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척도(CFI) 등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ottinghaus 외(2005)의 CFI와 장계영(2009)의 진로적응력 도구가 Super와 

Knasel(1981)과 Super(1990)의 이론에 터해 도구를 개발하였다면, Savickas와 

Porfeli(2012)의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는 Savickas(2005)의 진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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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터해 도구를 개발한 것으로, 현재 진로적응자원을 측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CAAS에서는 진로적응자원을 예상되는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

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인으로 접근하였다. 하위 요

인은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4개이며, 각 6문항씩 총 24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13개국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로, 잔차/분산 동

일성(residual/strict invariance)과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은 확인되지 않았

지만,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검증되어 국가 간 동일한 구성과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Tak(2012)이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78명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분석한 결과, 측정학적 특성과 

요인 구조 측면에서 국제 표본과 매우 유사하게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분 Career Futures 
Inventory(CFI) 진로적응성 척도 Career Adapt-Abilities 

Scale(CAAS)
개발자 Rottinghaus et al.

(2005)
장계영
(2009) Savickas & Porfeli(2012)

하위영역
진로적응력(11문항)
진로낙관성(11문항)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3문항)

책임감(8문항),
목표의식(8문항),
창의성(7문항),

대인관계(5문항),
개방성(4문항),
주도성(5문항),
직무능력(4문항)

긍정적 태도(4문항)

진로관심(6문항),
진로통제(6문항),

진로호기심(6문항),
진로자신감(6문항)

문항 수 25개 문항
(진로적응력 11문항) 45문항 24문항

응답양식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5)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강하지 않음(1), 다소 
강함(2), 강함(3), 매우 
강함(4), 가장 강함(5)

채점방식 전체 응답점수 합
(일부 문항 역채점)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타당도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α=.85 α=.78~.87 α=.74~.85

국내 타당화 최옥현, 김봉환(2006) - Tak(2012)

<표 Ⅱ-17> 진로적응자원의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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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과업 실행의지

1)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개념

진로과업 실행의지(willingness for implementation of career tasks)는 진로과

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의지를 갖는 것이다. 진로과업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로서 기저하는 이론에 따라 진로발달 과업 또는 진

로개발 과업, 진로적응 과업 등으로 표현된다. 진로과업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수준에서 요구되는 과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과업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Super(1953)의 진로개발단계 중 탐색기 후

반과 확립기 초반에 해당하여 이 시기의 과업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직업적 선호를 분명히 하고 직업적 의사결정을 하며, 선택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적응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과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학생이 진

로과업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학생 시기에 요구되는 진로선택, 역량개발, 전환준비 등의 

진로과업에 대해 파악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의식

(consciousness)과 인식(awareness)이 혼용되고 있는데, 인식은 알아차리는 행위 자

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의식은 알아차리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의 주체라는 의미를 포

함한다는 점에서(이형국, 2014) 인식과 의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개발 과업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단계로서 논의되어 왔다. 

먼저, 진로개발 과업과 관련하여 Super(1974)는 진로성숙을 나타내는 6가지 영역을 

제시하여, 한 개인의 진로성숙은 이 6가지 영역이 일정 수준 이상 개발 또는 발달된 

것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는 ‘직업 선택에 대한 지향(orientation to vocational 

choice)’으로, 개인이 직업 선택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에 관한 영역

이고, 두 번째는 ‘정보 및 계획(information and planning)’으로, 미래의 진로 결정

과 과거의 계획 수립에서 개인이 가지는 정보의 특수성 측면의 역량과 관련된 영역이

다. 세 번째는 ‘직업 선호의 일관성(consistency of vocational preferences)’으로 

개인의 선호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네 번째는 ‘특성 명료화(crystallization of 

traits)’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진척 정도를 말한다. 다섯 번째는 일 경험의 독립성과 

같은 ‘직업적 독립성(vocational independence)’,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직업적 선호

의 지혜(wisdom of vocational preferences)’로 현실적인 선호를 형성하는 개인의 

능력과 관계된 영역으로, 여기서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첫 번째 영역인 직업 선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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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향과 관련된 것으로서 진로 선택에 요구되는 과업을 인지하고 과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Crites(1965)는 이러한 진로 선택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활

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는 진로 선택의 일관성, 진로선택을 위

한 선호, 진로 선택 역량과 함께 진로개발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진로성숙은 개념적으로 연속적인 생애단계 내에서 진로개발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획득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Zunker, 2006), 개인이 자신이 해당

하는 진로 단계와 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인식하는 것은 성공적인 생애진

로개발을 위한 시작점이자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형국(2014)은 이를 대학생에

게 적용하여, 대학생 수준에서 요구하는 진로 목표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인지

적, 태도적 수준을 진로의식으로 개념화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 과

정을 위한 첫 단계이자 선행요건으로 논의되어 왔다. 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이 

인식(awareness), 계획(planning), 몰입(commitment), 실행(implementation)의 단

계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때 인식은 진로의사결정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개

인은 인식 단계를 통해 진로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식 단

계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상황 내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만족

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대안을 탐색할 필요를 인지하여 다음 단계인 계획 단계로 넘어

가게 되는 것이다. 계획 그리고 탐색과 같이 구체적인 진로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이러한 진로행동의 필요성과 필요한 과업을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Hirschi와 Läge(2007)는 진로의사결정 모형 관련 선행연구(Brown & 

McPartland, 2005; Gati & Asher, 2001; Germeijs & Verschueren, 2006; 

Miller & Brown, 2005; Tibos & van Esbroeck, 2003 등)에서 제시된 단계를 종

합하여, 1)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해 관심 갖기(인식), 2) 자신 및 환경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흥미, 기술 및 가치를 고려하여 가능한 진로 대안을 설정하기, 3) 보다 심

층적인 탐색을 위해 진로 대안을 줄이기, 4) 소수의 진로대안 중에서 결정하기, 5) 자

신의 진로선택을 확인하고 몰입하기, 6) 선택에 대한 결정을 확고히 하고 전념하기의 

6단계로 제안하였다. 이 중 2~5단계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측면을 반영

하고, 1단계와 6단계는 각각 실제적인 의사결정과정 전과 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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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들은 전체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1단계 

인식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간주하였다(Germeijs & 

Verschueren, 2006; Peterson et al., 1991; Savickas, 2000; Van Esbroeck et 

al., 2005). 따라서 이 인식 단계에 따라 이후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단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에 관심이 없는 개인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진

로대안을 찾지 못한 개인은 구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

다. 조규형(2018)은 이러한 진로의사결정 모형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단계를 크게 진로의사결정 준비, 진로의사결정 수행, 진로의사결정 성찰로 

구분하고, 진로의사결정 준비의 하위 요인으로서 진로 인식을 설정하였다. 진로 인

식은 “개인이 스스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동기, 가치 등을 부여하는 내적과정을 진

행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본격적인 진로의

사결정을 위한 동기 요인으로 개념화되었다. 

종합해 볼 때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특히 진로개발이론에서 진로성숙의 태도로서 순

차적인 진로개발 과업을 이끈다(Super, 1974; Crites, 1965). 이에 진로과업 실행의지

를 대학생의 진로 단계에서 주된 진로개발 과업인 진로 선택 또는 진로의사결정의 중

요한 영역이자 첫 번째 단계로, 진로 선택의 필요성과 이에 요구되는 과업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이러한 진로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2)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측정

일반적으로 실행의지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실행의지를 갖게 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실행의지를 측정하는 특정 술어를 더하여 측정되었다. 따라서 진로과업 실

행의지에서 실행의지를 갖게 되는 진로과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연구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로과업인식은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의 하위 요인 수준에서 측정

되어 왔다. 대표적인 진로성숙 측정도구로는 Crites(1978)의 Career Maturity 

Inventory(CMI)가 있다. CMI는 진로성숙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분되는데, 태도 척도에서는 결정성(decisiveness), 관여성(involvement), 독

립성(independence), 지향(orientation), 타협성(compromise)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

되며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관련된 지향은 “진로 결

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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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주로 필요성 인식 여

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진로의사결정 관련 대표적인 측정도구인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직업결정척도에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란 요인을 통해 측정 시점에서 진로의사결정

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성 인식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에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된 조규

형(2018)의 ‘대학생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에서는 요인 구조를 진로의사결정 준

비, 진로의사결정 수행, 진로의사결정 성찰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진로의사

결정 과정 전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인식’단계를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설정하여 진로과업 실행의지 관련된 진로인식 요

인을 측정하고 있다. 진로인식은 “나는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

의 필요성을 느낀다.”와 같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형국(2014)은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실제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초기에 필수

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진로개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활용성과 간명성을 갖추

면서도 예측성을 가진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진로개발 단계는 단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이클의 형태로 일어나기에(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0), 진로의식은 진로목표 및 

계획 수립, 직업 및 환경 탐색, 역량 개발 등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진로설

계의식, 전공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의식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의식 척도를 개발

하였다. 이 중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관련된 진로설계의식은 “대학생 수준에서 요구하는 

진로 목표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실행하고

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정의되었다. 진로설계의식은 “나는 나의 진로목표

를 이루기 위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시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와 같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과업인식은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의 하위 요인 수준에서 측정되어 왔다. 먼

저, 진로성숙 측정도구로는 대표적으로 Crites(1978)의 Career Maturity 

Inventory(CMI)가 있다. CMI는 진로성숙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분되는데, 태도 척도에서는 결정성(decisiveness), 관여성(involvement), 독

립성(independence), 지향(orientation), 타협성(compromise)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

되며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관련된 지향은 “진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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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갖

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주로 필요성 인식 여

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진로의사결정 관련 대표적인 측정도구인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직업결정척도에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란 요인을 통해 측정 시점에서 진로의사결정

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성 인식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에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된 조규

형(2018)의 ‘대학생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에서는 요인 구조를 진로의사결정 준

비, 진로의사결정 수행, 진로의사결정 성찰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진로의사

결정 과정 전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인식’단계를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설정하여 진로과업 실행의지 관련된 진로인식 요

인을 측정하고 있다. 진로인식은 “나는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

의 필요성을 느낀다.”와 같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분 Career Maturity 
Inventory(CMI)_태도척도

대학생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 진로의식 척도

개발자 Crites(1978) 조규형 이형국(2014)

하위영역
결정성(10문항), 
관여성(10문항), 
독립성(10문항), 
지향(10문항),
타협성(7문항)

진로인식(4문항),
진로정보분석(5문항),
진로환경관리(4문항),

주의집중(5문항),
진로정체감형성(5문항),
진로안정감형성(6문항)

진로설계의식(7문항), 
전공진로의식(6문항), 

진로준비행동의식(7문항)

문항 수 10문항 4문항 7문항
응답양식 그렇다(1), 아니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채점방식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타당도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α=.72(지향) α=.873(진로인식) α=.880(진로설계의식)

국내 타당화 김현옥(1989) - -

<표 Ⅱ-18> 진로과업인식 관련 측정도구

한편, 이형국(2014)은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실제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초기에 필수

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진로개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활용성과 간명성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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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예측성을 가진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진로개발 단계는 단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이클의 형태로 일어나기에(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0), 진로의식은 진로목표 및 

계획 수립, 직업 및 환경 탐색, 역량 개발 등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진로설

계의식, 전공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의식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의식 척도를 개발

하였다. 이 중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관련된 진로설계의식은 “대학생 수준에서 요구하는 

진로 목표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실행하고

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정의되었다. 진로설계의식은 “나는 나의 진로목표

를 이루기 위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시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와 같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실행의지와 관련하여 실행의지 측정하는 데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측정도

구로는 Bagozzi 외(1998)가 개발한 ‘Volitional Processes Scale’이 있다. Bagozzi 

외(1998)는 실행의지과정을 계획(plans), 의도(intentions), 노력(effort)으로 구인화하

고 계획, 의도, 노력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계획측정은 '나는 나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4주 동안 특정행동을 할 계획이 있다.'의 1문항으로, 의도는 '

나는 나의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4주 동안 특정행동을 할 의도가 있다.'의 1문항으로, 

마지막으로 노력은 '나는 나의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4주 동안 특정행동을 할 것이다.'

의 1문항으로 측정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며 모두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

거나(Smith-McLallen & Fishbein, 2009), 연구 목적에 따른 특정 행동의 특성, 연

구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다(Schifter & Ajzen, 1985). 

Ajzen(2002, 2013)은 공식적인 계획행동이론 설문 문항은 없으며 표준 설문을 고려하

여 1) 연구 목표에 따라 행동을 정의하고, 2) 연구 대상을 구체화하여, 3) 그에 부합하

는 측정 문항을 고안하라고 안내한다. 이론에서 주요하게 제시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

해 각각 5~6개의 항목이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양 극단의 형용사(예: 좋은, 나쁜)를 활

용한 7점 척도를 응답양식이 적용된다. Ajzen(2002)은 샘플 문항으로 3문항을 제시하

였는데, “나는 다음 달에 매일 최소 30분씩 러닝머신 위에서~” 1) “걸을 의도가 있

다”, 2) ”걷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걸을 계획이 있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진로 분야에서 Ajzen(2002, 2013)의 

계획행동이론 설문 방법을 적용하여 도구를 고안한 연구에서는 “~계획을 세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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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력할 것이다”, “~의도가 있다”, “~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로 4문

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김지은, 2017; 양은영, 2016).

진로 분야에서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진로탐

색의도를 측정하는 Betz와 Voyten(1997)의 도구이다. Betz와 Voyten(1997)은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변인을 고려해 볼 때 사회인지진로이론

에서 설정한 목표는 진로탐색 계획 또는 의도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 ‘Exploratory 

Intentions Scale’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진로에 대해 학습하기 위하여 이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를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Lent 외(2017)는 Betz와 Voyten(1997)의 탐색의도 척도에 “나는 어떤 진로가 나의 

흥미와 능력에 가장 잘 맞는지를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진로대안에 대한 탐색 의도를 묻는 5개 문항을 추가하여 신뢰도가 향상

된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탐색의도는 ‘향후 2개월 동안’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측정하고 있다.

구분 Volitional 
Processes Scal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Questionnaire

Career Decision-Making 
Outcome Expectancies 

and Exploratory Intentions 
Scale

Career outcome 
expectations and 
intention scale

개발자 Bagozzi 
외(1998)

Ajzen(2002, 
2013) Betz & Voyten(1997) Lent 외(2017)

하위영역 - -
학업성과기대(5문항),

진로결정결과기대(4문항),
탐색의도(5문항)

진로결정결과기대 
(8문항),

탐색의도(10문항)
문항 수 3문항 5~6문항 5문항 10문항
응답양식 7점 척도 양 극단의 형용사 

활용 7점 척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1)

~매우 동의함(5)
전혀 동의하지 

않음(1)
~매우 동의함(5)

채점방식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타당도 탐색적, 

확인적요인분석 - - -
신뢰도 α=.93 - α=.73(탐색의도) α=.87(탐색의도)

<표 Ⅱ-19> 실행의지 관련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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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탐색행동

1) 진로탐색행동의 개념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진로개발이론과 직업심리학에서 

논의하는 개발 단계와 진로행동 매커니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Porfeli & 

Skorikov, 2010). 진로탐색행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Jordaan(1963)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아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결과를 얻기 위

하여 어떻게 이 둘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를 아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Stumpf 외

(1983)는 진로탐색행동을 “이전에는 잘 알지 못한 직업, 직무, 조직에 대한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행동이자 인식”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는 1) 어디에서 탐색

하는지, 2) 어떻게 탐색하는지, 3) 얼마나 탐색하는지, 4) 탐색의 대상이 무엇인지의 4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Blustein(1989)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직업 선택 및 입직, 그리고 적응을 촉진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외적인 탐색 활

동”이라고 정의한다. 

Taveira와 Moreno(2003)는 진로탐색 이론이 등장한 196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진로탐색의 개념은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1) 정보탐색행동이나 진로문제 해

결 행동으로 보는 관점, 2)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한 단계로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

며,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으로 보는 관점, 3)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진로개발 단계의 하

나로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고 실행을 포함하는 관점, 4) 전 생애에 걸친 진로학습과 

진로개발을 위한 탐색으로 보는 관점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직접

적인 정보탐색행동이나 진로문제 해결 행동으로 보는 관점은 Krumboltz(1979)의 진

로 선택에 대한 학습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초기 관점이다. 이에 

기반한 Krumboltz와 Thoresen(1964)의 연구에서는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직접적인 

정보탐색활동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3주 동안 수행한 정보탐색행동의 빈도와 

다양성을 통해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였다. 

둘째, 진로탐색행동을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한 단계로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으로 보는 관점은 진로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진로탐색행

동은 진로의사결정의 시작점으로, 정보탐색활동과 더불어 진로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Tiedeman와 O’Hara(1963)는 진로탐색행동을 진로



- 57 -

의사결정의 첫 단계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여 가능한 진로대안을 탐색하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예비평가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Harren(l979)은 진로의사결정이 인식-계획-몰입-실행의 4가지 단계 중 진로탐색행동

은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반적 탐색 활동을 통해 잠정적인 대안을 형성하고, 

대안에 대한 선호를 구체화하기 위한 탐색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셋째, 청소년기의 핵

심적인 진로개발 단계의 하나로,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고 실행을 포함하는 관점은 진

로개발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특정 단계의 성취 여부는 다음 단계의 과업 수행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규범적(normative)으로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Super(1957)의 진로

단계에서 탐색기는 15~24세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잠정

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잠정기, 직업세계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직업적 자

아개념을 확립하는 전환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시행기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전 생애에 걸친 진로학습과 진로개발을 위한 탐색으로 보는 관점은 비

교적 최근에 제시된 것으로, 무경계(boundaryless) 진로(Defillippi & Arthur, 1994)

와 프로티언(protean) 진로(Hall, 1996)를 전제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진로탐색행동

을 변화하는 환경에서 학습 및 적응을 위한 행동으로 간주한다(Flum & Blustine, 

2000). Blustein(l997)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 사회

에서는 진로탐색활동이 모든 생애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생애공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

에 적절한 진로탐색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직업선택 이전의 진로문제뿐

만 아니라 입직 이후에 직면할 다양한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

다. Taveira와 Moreno(2003)는 진로탐색행동이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을 해석하고 재

창조하는 인지적, 정의적 활동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개발

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전체 진로개발 단계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과업으로 개념화

된다(Zikic & Hall, 2009). 

마지막 관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주체자(agent)인 개인이 자신의 적응을 관리하는 

적응적인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Hirschi, 2009; Savickas, 2002, 2013). 

Flum과 Blustein(2000)은 진로탐색행동을 자아정체성과 자기결정의 관점을 진로개발

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기술하면서, 자아정체성과 자기결정의 통합은 진로탐색행동의 

범위를 특정 직업의 개발을 넘어 진로와 생애 전반에 걸친 자아와 환경과 관련한 통합

과 정보탐색 과정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로적응반응으로서 진로탐색행동은 

전 생애에 걸친 진로학습과 진로개발을 위한 탐색으로 보는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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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아와 환경의 통합을 위한 진로대안 관련 정

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2)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

일반적인 탐색행동을 1) ‘포괄적(diversive) vs. 구체적(specific)’, 2) ‘외재적

(extrinsic) vs. 내재적(intrinsic)’, 3) ‘주의깊은(inspective) vs. 탐구적인

(inquisitive)’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Berlyne(1960)의 유형을 진로탐색행동에 적용

한 Jordaan(1963)은 진로탐색행동을 ’의도적(intended) vs. 우발적(fortuitous)’, ’체계

적(systematic) vs. 임의적(random)’, ’인식한(recognized) vs. 인식하지 못한(not 

recognized)’, ‘자기 지향적(self-oriented) vs. 환경 지향적(environment 

-oriented)’ 등의 10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모든 진로탐색행동은 10가지 차원의 연

속성 상에 위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Stumpf 외(1983)도 Berlyne(1960)이 제시한 

탐색행동의 차원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이를 적용하여 1) 탐색 과정, 2) 탐색행동에 대

한 반응, 3) 탐색행동에 대한 신념의 3가지 영역과 16개의 하위차원을 제시하였다. 탐

색행동 유형의 특징을 포착하여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자신

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구분되는 하위차원으로 보고 있는 점이 특

징적이다. 

구분 내용

탐색 
과정

직업에 대한 탐색 Ÿ지난 3개월 동안 수행한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탐색의 정도
자기탐색 Ÿ지난 3개월 동안 수행한 자기평가나 반성, 회상 등의 활동 정도

의도적-체계적인 탐색 Ÿ지난 3개월 동안 의도적 또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한 정도

탐색의 빈도 Ÿ지난 몇 달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 간 진로정보 수집행동을 
수행한 정도

수집한 정보의 양 Ÿ직업이나 직장, 그리고 자신에 관하여 수집한 정보의 양
탐색의 깊이 Ÿ특정한 직업이나 직장을 선호하는 것에 느끼는 확신의 정도

고려하는 직업의 수 Ÿ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직업분야의 수
탐색 정보에 대한 만족도 Ÿ자신의 흥미, 능력, 욕구와 관련된 직업 또는 직장에 관하여 

<표 Ⅱ-20> Stumpf 외(1983)의 진로탐색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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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로정체성 관련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진

로탐색행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진로탐색을 전반적 탐색(exploration in breadth)

과 심층적 탐색(exploration in depth)으로 구분한다(Luyckx, et al, 2005; 

Crocetti, Rubini & Meeus, 2008; Porfeli & Skorikov, 2010). Grotevant(1987)는 

탐색 과정은 개인이 실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과 가설 검증(hypothesis-testing) 행동

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탐색의 깊이와 폭과 관련된 것으로, Harren(1979) 등의 진로의

사결정 모형에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는 탐색의 범위, 폭과 관련된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은 특정

한 선택을 얼마나 많은 다른 방법으로 탐색하였는가?’는 탐색의 깊이와 관련된다. 

Luyckx, 외(2006)는 기존 정체감 지위 분석 연구에서 Marcia(1966)가 탐색을 단일 요

인으로 간주하던 것을 전반적, 그리고 심층적 탐색의 2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자, 

정체감 지위인 성취(achieved), 폐쇄(foreclosed), 유예(moratorium), 혼미(diffused)의 

4가지 지위가 더 잘 정의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

Savickas(2002)는 적응반응 중 탐색 반응과 관련해서 1) 명료화(crystallization), 

2) 구체화(specification), 3) 현실화(actualization)의 3가지 진로 개발 과업을 다루기 

구분 내용

행동에 
대한 
반응

수집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
탐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Ÿ지금까지 겪어온 경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진로탐색의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의 양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스트레스

Ÿ지금까지 겪어온 경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의사결정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의 양

탐색 
행동에 
대한 
신념

고용전망 Ÿ자신의 진로분야에서 느끼는 고용가능성의 정도
진로탐색 결과에 대한 

확신
Ÿ자신이 앞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직업지위에 대해 느끼는 
확실함의 정도

외재적 탐색의 유용성 Ÿ진로 기회의 획득을 위한 외재적 탐색이 진로목표 획득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재적 탐색의 유용성 Ÿ과거 진로행동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진로목표 획득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방법 유용성 Ÿ의도적이며 체계적인 진로탐색이 진로목표 획득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직업지위 
획득의 중요도 Ÿ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지위를 획득하는 데 두는 중요성의 정도

자료: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p.19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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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보탐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먼저 명료화는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로, 선

택 가능한 직업, 즉 진로 대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전반적 진로탐색

(exploration-in-breadth)을 통해 개인이 잠정적인 선호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다음 과업인 구체화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려내기 위해 잠정적인 선호를 깊

이 탐색하는 것으로, 이때의 탐색은 심층적 진로탐색(exploration-in -depth)으로서 자

신의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

어진다고 설명한다. 진로개발은 개인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진로구성

이론의 접근에서는 진로탐색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긴밀

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탐색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전반적 탐색과 심층적 탐색을 포

괄하여 진로탐색행동에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Porfeli와 Skorikov(2010)는 전반적 탐색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하여 폭넓게 학

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층적 탐색은 자신과 진로 전망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둔 심층 조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

한 탐색을 구분하기보다 탐색의 범위 및 깊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Taveira와 

Moreno(2003)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은 구분되는 탐색과정

이라기보다는 진로탐색의 동일한 과정의 두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lustein과 Stropher(1987)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탐색, 직업정보에 대한 탐색, 그리

고 진로대안들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며, Jordaan(1963)은 효과적인 진

로탐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설 검증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가설(대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확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앞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로구성이론에서 진로탐색행동은 크게 전반적 탐색

과 심층적 탐색을 포괄한다. 전반적 탐색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탐색하는 하는 것을 포함하고, 심층적 탐색은 접근 가능한 진로 대안을 확인하

고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탐

색은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폭넓게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며, 직업세게에 대한 탐색은 직업 전망, 직업 환경, 직업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폭

넓게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대안탐색은 접근 가능한 진로대안을 

확인하고 진로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적 구인을 바탕으로 진로구성이론 및 진로적응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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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선행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을 적응반응으로 설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

탐색과 직업세계탐색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대안탐색은 진로

적응력과 진로정체감 지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Porfeli & Savickas, 2012)와 진로

적응자원과 진로구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Merino-Tejedor, et al., 2016; 

Savickas, et al, 2018)에서 설정하고 있었다.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구성의 관계를 살

펴보는 연구에서 진로구성은 전반적인 적응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한 것인

데, 명료화하기(crystallizing), 탐색(exploring), 결정(deciding), 준비(preparing)의 

하위 요인으로, 그 중 진로대안 탐색과 관련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인터뷰한다(Interviewing people in a job that I like)”, “내가 관심있는 직

업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Working at a part-time job related to my 

interests)”와 같은 문항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자기탐색 ● ● ● ● ● ●

직업세계탐색 ● ● ● ● ● ●
진로대안탐색 ● ● ●

주) ① Li, Y., Guan, Y., Wang, F., Zhou, X., Guo, K., Jiang, P., Mo, Z., Li, Y., & Fang, Z. 
(2015). Big-five personality and BIS/BAS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exploration: 
The mediation role of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39–45.

② Porfeli, E. J.. & Savickas, M. L.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48-753.

③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④ Hirschi, A., & Valero, D. (2015). Career adaptability profi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aptivity and adapt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220-229.

⑤ Merino-Tejedor, E., Hontangas, P. M., & Joan Boada-Grau, J. (2016). Career 
adaptability and its relation to self-regulation, career construction,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Spanis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92–102.

⑥ Savickas, M. L., Porfeli, e. J., Hiltonc, T. L., & Savickas, S. (2018). The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138–152.

<표 Ⅱ-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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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탐색행동의 측정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Stumpf 외(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CES)’로, 많은 연구에서 이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거나 

CES의 하위 척도인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 척도만 적용하기도 하였다(Taveira & 

Moreno, 2003). Stumpf 외(1983)는 Berlyne(1960)이 제시한 탐색행동의 차원을 적

용하여 진로탐색에 대한 과정, 신념, 반응의 종합 모형을 고안하였다. CES는 1) 탐색 

과정(exploration Process, 7개의 하위 요인), 2) 탐색 반응(reactions to 

exploratory, 3개의 하위 요인), 3) 탐색행동에 관한 신념(beliefs about 

exploratory behavior, 6개의 하위 요인)의 3가지 영역과 1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에 따라서는 5점 척도를 활용하는 50문항, 7점 척도는 7문항, 

빈도를 측정하는 2문항으로 총 59개 문항이다. 그러나 CES는 대학교 4학년 학생과 

같이 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의 진로탐색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나, 저

학년 학생이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의 진로탐색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Blustein & Phillips, 1988).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진로탐색행동 관련 연구에서 최동선(2003)이 개발한 ‘진로탐

색행동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최동선(2003)은 진로탐색의 개념과 관한 상이한 

관점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은 진로탐색행동을 다루는 

연구 및 측정도구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로탐색행동의 측정도구를 2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6개월 동안 문항에 나타난 행동을 어느 

정도 자주 실행하였는지”에 따라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

에 대한 탐색이 일반적으로 선행되고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특

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수준에 대한 응답점

수의 합으로 측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진로탐색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자신에 대한 탐색을 마치고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파악한 

고학년 학생이 최근 6개월 간 자신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직업을 탐색하기 위하여 직업인

과 접촉하거나 직업현장에 방문하는 등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활발하게 한 경우, 직업세

계에 대한 탐색은 높으나 자신에 대한 탐색 수준은 낮아 전반적인 진로탐색행동은 낮게 측

정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간에 대한 탐색 활동 설정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탐색행동을 전반적 진로탐색과 심층적 진로탐색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도구로는 

Porfeli 외(2011)의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가 있다. 이 도

구는 본래 진로정체감 지위를 정교하게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서 Luyckx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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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ckx et al., 2005; 2006)의 탐색과 몰입, 그리고 Meeus와 Crocetti 모형

(Crocetti, Rubini & Meeus, 2008)에서 제안한 진로재고(career reconsideration)

의 3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에서 ‘심층적 진로탐색’은 “내가 제일 흥미가 

있는 진로의 특정 교육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반적 한 나는 알아본다”, 

“내가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 알아본다”와 같이 주로 ‘진로대안탐색’ 수준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에서는 탐색행동을 수행한 특정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보라 외(2014)가 국내 대학생에 맞게 타당

화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전반적 진로탐색 4문항, 심층적 진로탐색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이론에 입각하여 진로탐색행동은 주체자(agent)인 개인이 

자신의 적응을 관리하는 적응적인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자기

탐색과 직업세계탐색뿐만 아니라, 자아와 환경의 통합을 위한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Stumpf 외(1983)의 CES와 

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그리고 Porfelli 외(2011)의 VISA는 자기탐

색, 직업세계탐색, 그리고 진로대안의 탐색은 일부 포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정의

한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분 Career Exploration Survey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개발자 Stumpf, Colarelli, & 
Hartman(1983) 최동선(2003) Porfelli 외(2011)

하위영역
탐색과정(7개요인),

탐색에 대한 반응(3개요인),
탐색에 대한 신념(6개요인)

자신에 대한 탐색(12문항),
직업에 대한 탐색(18문항)

진로탐색(10문항),
진로몰입(10문항),
진로재고(10문항)

문항 수 59문항 28문항 30문항(진로탐색 10문항)
응답양식 5점 또는 7점 거의 하지 않았다(1)~

매우 많이 하였다(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5)
채점방식 응답점수의 합 응답점수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α=.67~.89 자신에 대한 탐색 α=.85

직업에 대한 탐색 α=.91
전반적 탐색 α=.83
심층적 탐색 α=.77

국내 타당화 - - 이보라 외(2014)

<표 Ⅱ-22>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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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경험성찰

1) 진로경험성찰의 개념

진로경험성찰(career experience reflection)은 일반적인 메타인지로서의 자기성찰

과 구분하여 진로구성 맥락에서 진로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성찰을 지칭한다. 먼저 

진로경험은 학생의 경우 학교의 진로지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을 포괄하는 개인의 생

애 진로와 관련한 경험이며(공윤정, 2014; 임은미, 2011), 성찰은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 

개인의 생각 및 행동을 상기(recall)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진로탐색 경험 

중 특정 사건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되짚어 살펴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Maree, 2016). 진로경험성찰은 진로구성과 생애 설계의 상담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

로, 개인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적응하고 전환하는 등의 의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Hartung, 2011). 즉, 진로경험성찰은 진로탐색 결과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찰의 수준과 성찰의 대상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의 경험을 유의한 학습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성찰의 역할을 

강조한 Dewey(1933) 이후로 성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렇게 학습 맥락에서 성찰을 다룬 이론으로는 Dewey(1933)와 Kolb(1984)의 경험학습이

론, Jarvis(1987)의 성인학습이론, 그리고 Mezirow(1997)의 전환학습이론이 있다(이희

수, 정미영, 2010). 먼저, Dewey(1933)는 성찰을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ought)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나 지향하는 후속 결론에 

비추어서 어떠한 신념이나 가정된 지식 형태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주의 깊은 

고려”라고 정의한다. 그는 가장 우수한 사고는 반성적 사고로, 이는 1) 성취해야 할 목표

를 지향하며, 2) 관념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열하는 사고 작용으로, 2) 탐구

를 촉진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내포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고와는 구분된다고 보았

다. 이후 Boud 외(1985)는 “개인이 그들의 경험을 탐구하여 새로운 이해와 평가를 가져

오는 지적이고 정의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Moon(1999)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

고 비교적 복잡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예상되는 

결과를 가진 정신적 처리과정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즉, 성찰이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

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경험이나 신념, 지식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

하고 숙고하는 활동으로, 목적적이며 능동적인 내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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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1933)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5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암시(suggestion) 

단계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에 터해 명확하지는 않지

만 넌지시 여러 해결방안들 떠올리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암시 단계에서 개인은 혼

란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는데, 2단계 지식화(intellectualization) 단계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해결을 위한 확실한 요소를 확인하게 된

다. 3단계 가설(hypothesis)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4

단계는 추론(reasoning) 단계에서는 가설로 제시된 방안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기존 경험이나 주어진 근거를 통해 확인한다. 5단계는 검증(testing) 단계

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이 검증 과정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는 실패가 아닌 어떤 수정이 필요한가를 모색하도록 하여 

새로운 문제를 명확하게 해준다.

Kolb(1984)는 학습을 “경험의 변형을 통한 지식의 창조과정”이라고 정의하고, 학

습과정은 4단계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학습과정은 1)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2)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을 반추하는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3) 성찰적 관찰을 이론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일반화하고 원리를 창출하는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4) 학습한 

것을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검증하는 행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으로 이루

어진다고 정리하였다. Kolb(1984)는 이러한 학습과정이 네 지점 중 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고 계속적인 나선형 과정으로 발전해 가는데, 의미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4단계 

모두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때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학습자의 

적극적, 능동적 자세인 성찰의 자세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olb(1984)의 이론에서 성찰은 ‘성찰적 관찰’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경험을 세심

하게 관찰하는 성찰적 관찰 과정이 있어야 인지적 학습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아, 

Dewey(1933)가 이야기한 교육적 경험을 이끄는 성찰적 사고의 작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Kolb(1984)가 경험학습의 과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았다면, Jarvis(1987)는 학

습이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Jarvis(1987)는 인간은 상황을 인지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혹은 동기에 영향을 받는데, 같은 상황일지라도 경험이 다르게 

되며, 심지어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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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성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Jarvis(1987)

는 Dewey(1933)가 말하는 비교육적인 경험조차도 학습경험에 해당된다고 여기고, 무

학습(nonlearning), 무성찰학습(nonreflective learning), 성찰학습(reflective 

learning)의 단계로 구분하여 학습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무학습 단계에서 개인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형태로 반응하여 기존에 학습했던 것에 집중하거

나 새로운 학습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찰학습 단계에서는 정보의 습득을 넘어 

학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이루어지며,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

한다.

성찰의 목적을 경험의 재구성과 재해석을 통해 개인의 인식 전환에 둔다고 보는 

Mezirow(1990)는 학습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무성찰적 행동과 성찰적 행동이 구분된

다고 보았다. 또 무성찰적 행동은 습관적 행동과 이해, 그리고 성찰적 행동은 성찰, 비

판적 성찰로 구분하는데(Mezirow, 1997), 이는 무성찰에서 성찰로 더 깊이 있는 성찰

로 나아간다고 보았다(Kember et al., 2000; Peltier, Hay, & Drago, 2005, 

2006). 습관적 행동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

해는 기존의 관점 내에 개인의 경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다. 

성찰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나 내용 상의 가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평가이며, 비판적 성찰은 보다 강렬한 형태의 성찰로서 기존 의미체계의 전환을 수반

한다(Kember et al., 2000).

무성찰/표면적 학습 성찰/심층 학습
습관적 행동 이해 성찰 비판적 성찰

Ÿ특정 학습 과제에 대한 표면적 
접근으로, 최소한의 사고와 관여는 관련 없는 
활동으로 취급되고, 암기가 강조됨

Ÿ무성찰의 상태임

Ÿ개인적 경험이나 다른 
학습 상황에 관련 없이 이해에 초점을 둠

Ÿ학습자가 오직 읽기 자료만 이해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 
지향적인 도서 학습이 이루어짐 

Ÿ대부분의 학습은 
기존의 관점 내에 머물러 있음

Ÿ학습은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지식과 관련이 있음

Ÿ성찰은 또한 도전적인 
가정, 대안 모색, 개선이 필요한 영역 확인을 포함함

Ÿ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관여, 그리고 학습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을 보임

Ÿ비판적 성찰은 성찰학습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학습자는 왜 그들이 생각하고 지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인지하게 됨

Ÿ학습자는 확고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바꿀 수 있음

Ÿ비판적 성찰은 개인적인 
신념의 변화를 포함함

자료: Peltier, J. W., Hay, A., & Drago, W. (2005). The reflective learning continuum: reflecting on reflection.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27(3), 250-263.

<표 Ⅱ-23> 무성찰과 성찰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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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ezirow(1990)는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학습 경험은 개인이 문제를 제기

했던 방식을 재평가하고, 개인이 인지하고 알고 믿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의 방향을 

재평가하는 비판적 자기성찰(critical self-reflection)이라고 강조한다. 즉, 일반적인 

성찰은 자신에게 전달되는 개념, 신념, 행동 규범 등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라면 자기성

찰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학습 맥락에서는 학

생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 관점, 믿음 그리고 주장을 포함하는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

는 측면에서 다른 대상에 대한 성찰과 구분하여 자기성찰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찰은 

개인이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며, 이후 추가적인 경험이 획득되기 전

에 어떤 특정한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Boud, et al., 1985).

진로구성이론의 생애설계 상담에서는 1) 롤모델(role model), 2) 즐겨 보는 잡지, 

텔레비전, 웹사이트 등, 3) 책, 영화, 만화 등에서 좋아하는 이야기(favorite story), 4) 

좋아하는 격언(favorite saying), 5) 이전 기억(early recollection)이라는 5가지 질문

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진로이야기 인터뷰(Career Story 

Interview, CSI)’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개인의 진로경험에 대해 성찰

할 수 있도록 한다(공윤정, 2014). 즉, 진로구성이론에서 접근하는 진로경험성찰은 진

로탐색 결과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

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

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진로경험성찰은 성찰의 

대상 측면에서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성찰의 수준 측면

에서 보았을 때 성찰은 무성찰 수준인 습관적 행동과 일방적인 이해와는 달리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연결지어 학습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비판적 성찰은 개인이 가진 기존 

의미체계의 전환을 가정한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진로경험성찰은 기존에 개인이 

가진 의미체계 내에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

요한 영역을 확인하는 일반 성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경험성찰의 구성요인

진로경험성찰에 대한 구성요인은 다중지능의 하나로서 자기성찰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기성찰은 Gardner(1993)가 다중지능의 하나로서 자기

성찰을 독립된 지능으로 발표한 이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성요인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인은 크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인지적인 측면과 조절, 활용,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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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등 맥락에 따라 성찰의 작용적 기능을 다룬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된다(문용린 외, 

2003; 권오정, 2008). 자기성찰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행동하

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자기 조절 모델에서도 핵심

적인 기능을 수행한다(Grant, Franklin & Langford, 2002). 즉, 개인이 원래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자기성찰은 이후 행동 방향을 재

설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기성찰은 개인의 감정적 반응, 동기부여 상

태 등의 평가를 통해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몰입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성찰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평가로서(Grant, et al., 2002), 개인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 및 행동을 명확히 하여 의도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핵

심적인 메타인지 요소이다(Carver & Scheier, 1998).

구분
인지적 측면 기능적 측면
감정 인식 능력 인식 감정 조절 감정 활용 메타 인지 성취 지향 상황 판단 충동 통제 자아 효능 의사결정 문제해결 목표설정 가치 신념 자기반성

Gardner (2001) ● ● ● ● ●
Shearer (2002) ● ● ● ● ● ●
Anthony et al (2002) ● ● ● ●
김양분 (2000) ● ● ● ● ● ● ●
정종진 (2001) ● ● ● ● ● ● ●
문용린 외(2003) ● ● ● ● ●
권오정 (2008) ● ● ● ● ● ● ●

자료: 안체윤, 오미경. (2013).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20(1), 51-78. 

<표 Ⅱ-24>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자기성찰의 구성요인

3) 진로경험성찰의 측정

진로경험성찰 관찰변인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않아 메

타인지 중 하나인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참고하였다. 먼저 Grant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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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는 메타인지로서 자기성찰을 “개인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

고, 자기성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성찰 수행(engagement in self–
reflection)과 자기성찰 필요성 인식(need for self-reflection)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Roberts 

& Stark(2008)는 이 도구의 요인을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Grant 외(2002)가 처음 제안했던 대로 

자기성찰 참여와 자기성찰의 필요가 구분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

석에서 2요인 구조(자기성찰, 통찰력)와 3요인 구조(자기성찰 참여, 자기성찰 필요성, 

통찰력)를 비교해본 결과 3요인 구조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송

미옥과 김희영(2018)이 도구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는데, Grant 외(2002)의 결과에 

따라 자기성찰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한 양적 연구에서 황주연(2011)의 도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경진, 문성호, 2019; 김은미, 이종연, 2013). 황주연(2011)은 한국인

의 경우 타인 및 관계가 중요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하여 자기성찰은 자기에 초

점을 둔 성찰과 타인이나 관계에 초점을 둔 성찰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

라 자기성찰을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욕구를 이해하거나 변화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자기

탐색, 타인탐색, 자기이해, 타인이해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탐색이나 

타인탐색은 자각한 감정, 생각 등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거나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며, 자기이해나 타인이해는 감정 생각 등에 대한 의미를 깨닫거나 이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동해 보려는 것이다. 황주연(2011)의 도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성찰을 포함하여 한국인의 자기성찰 방식을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불안할 때 이전의 

어떤 경험들과 관련있는지 생각해 본다”와 같이 주로 유발된 특정 감정을 이해하기 위

한 자기성찰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안체윤과 오미경(2013)은 자아성찰 및 지능이 삶의 목적에 맞게 자신을 조절

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관련된다고 볼 때, 삶을 조절하고 미래

를 설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된 새로운 성인용 자아성찰지

능척도가 개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성

찰지능의 구성요인을 정서 및 능력 인식, 메타인지, 자기점검, 정서 조절, 정서 활용, 



- 70 -

행동통제, 삶의 의미와 목적, 목표설정의 8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자기이해,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자기점검의 4요인으로 구성된 총 36문항의 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구분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자기성찰 척도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자 Grant 외(2002) 황주연(2011) 안체윤, 오미경(2013)

하위영역
자기성찰 참여(6문항), 

자기성찰의 필요(6문항), 
통찰력(8문항)

자기탐색(5문항), 
자기이해(5문항), 
타인탐색(5문항), 
타인이해(5문항)

자기이해(10문항),
자기설계(8문항),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12문항), 
자기반성(6문항)

문항 수 6문항(자기성찰) 20문항 36문항
응답양식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5)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채점방식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타당도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α=.83~.87(Roberts & 

Stark, 2008) α=.705~.865 α=.746~.889
국내 타당화 송미옥, 김희영(2018) - -

<표 Ⅱ-25> 자기성찰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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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로선택몰입

1) 진로선택몰입의 개념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은 진로개발 및 진로의사결정 연구

(Harren, 1979; Jordaan & Heyde, 1979; Super, 1957; Tiedeman & O’Hara, 

1963)와 정체성 관련 연구(Marcia, 1993)에 기반을 두고 다뤄져온 개념이다. 먼저 진

로개발 및 진로의사결정 연구에서 개념화된 특징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은 개인의 직업

적 선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의 한 단계로, Super(1957)는 진로개발단계 중 탐색기

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단계를 

과업으로 제시하여, 진로결정 이후 몰입으로 나아가는 것을 개발 단계 및 의사결정 과

정의 단계로 상정한다. 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인식(awareness), 계획

(planning), 몰입(commitment), 실행(implementation)의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의사결정을 내린 후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더하는 몰입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몰입은 일련의 믿음, 아이디어 및 미래의 방향에 대한 강한 애착을 의미하

는 것으로(Blustein, et al., 1989), 진로결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몰입은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준비도를 높일 

것이라고 본다(Harren, 1979; Jordaan, 1974).

Jordaan과 Heyde(1979), Super(1957)는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목표에 대한 확고한 

애착에 따른 개인의 직업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포괄한다고 보았다면(Blustein, 

et al., 1989), Harren(1979)은 더 나아가 진로선택몰입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을 

때까지 다른 것을 시험하는 피드백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적이고 주관적인 확

신”이라고 정의하여 보다 강한 수준의 애착이나 확신으로 규정했다. 이를 고려하여 

Blustein 외(1989)는 몰입은 몰입 이전 단계(uncommitted phase)에서부터 매우 몰

입된 단계(committed phase)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몰입 이전 단계는 자신에 대한 이해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단계이고, 다음은 잠정적인 몰입단계(provisional 

committed phase)로 접어들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진

로대안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몰입단계(committed phase)는 보다 

분명하게 진로목표를 인식하고 개인의 진로결정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최수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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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orfeli 외(2011)는 일반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에서 정체성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변인으로 활용되는 몰입과 탐색이 학생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

을 촉진하는 진로개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로 분

야의 진로정체성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변인으로 적용하였다. 정체성 이론에서는 몰입

을 목표(goal), 가치(value), 신념(belief)에 대한 몰입의 개념으로 다뤄왔는데

(Schwartz et al., 2013; Waterman, 2015), 몰입을 구체적으로 몰입 형성

(commitment making)과 몰입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로 구분하

고 있다(Luyckx et al., 2008; Schwartz et al., 2013; Waterman, 2015). 몰입 형

성이란 목표, 가치, 신념에 몰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몰입 동일시는 자신의 몰입을 

포용하여 자아감(sense of self)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Waterman(2015)은 몰

입 형성은 의사결정 수준을 의미하는 데 반해 몰입 동일시는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강한 확신 및 애착의 정서적 반응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진로구성이론에서 주장하는 직업적 자아개념의 실현으로서 진로구성 및 진로적응은 

피상적인 선택의 몰입이 아니라 개인이 생애이야기에 일관성과 지속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로개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정체성 이론에서 다루는 몰입의 개념이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목

표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분야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신의 목표, 가치, 신념으로 통

합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전념하는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2) 진로선택몰입의 구성요인

Blustein 외(1989)는 몰입 이전의 탐색의 단계에서부터 몰입단계를 아우르는 몰입

의 연속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직업탐색 및 몰입(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VEC)’를 진로선택몰입의 한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진로의사결정에 있

어 주요 과업은 ‘자신과 직업세계탐색’과 ‘진로선택에 대한 몰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Harren, 1979; Stumpf, et al., 1983; Super, 1972; Tiedman & O’Hara, 

1963), Marcia(1966)는 개인의 자아정체감 지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대안 중 

선택을 위한 관여인 ‘위기(탐색)’와 개인의 시간 및 노력을 기울이는 ‘몰입’의 두 변인

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정체성의 일환으로 특정한 대상에 애착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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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그에 대한 탐색과 몰입이 긴밀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탐색만 수행한다면 진로대안이 좁혀지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탐색이 없이 몰입만 이루어진다면 맹목적인 진로선택이라는 점에

서 두 과업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최수정, 2007).

Blustein 외(1989)는 이와 같이 진로선택의 몰입 과정에 대한 측면 외에도 몰입에 

대한 개인의 본성(nature)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진로선택에 대

한 높은 수준의 몰입은 탐색의 수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몰입 과정에 

반영된 개인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개인차는 ‘진로배제경향

(Tendency To Foreclose, TTF)’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가능한 빨리 중요한 진로 결

정에 전념하고자 하며,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진로 대안들을 의도적

으로 배재하고 자신의 직업적 선호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Blustein, et al., 

1989). 따라서 진로배제경향이 강한 개인은 선택한 진로대안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모호함, 불안감, 인지적 불일치, 불편함 등을 인지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진로배제경향이 약한 개인은 모호한 상태를 잘 견디는 특성이 있어 특정 진로대안에 

몰입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최수정, 2007). 이러한 진로배제경향은 진

로 탐색과 그에 대한 숙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실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이 

특정 진로대안에 높은 수준의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Waterman, 2015).

김태환(2019)은 진로개발 및 진로의사결정 관련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의 핵심적

인 요소를 직업적 선호(occupational preference)로 보고 이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

로 측정해 왔는데, 직업적 선호는 외부 환경에 의해 요구된 선호이거나 특별한 진로대

안이 없어 선택된 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진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

신 및 애착을 동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선택몰입을 정체

성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진로목표를 선

택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으로 정의하고, 몰입의 행동

적 특징에 입각하여 1) 진로목표 선택(choice of career goal), 2) 진로목표 동일시

(identification with career goal), 3)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confidence & 

attachment toward career choice)의 3가지 하위 요인을 제시하였다. ‘진로목표 선

택’은 진로목표로써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를 선택하였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몰입

의 형성에 해당하며, 진로목표 동일시는 진로목표 달성을 통해 수행할 직업 역할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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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진로선택 확신 및 애

착’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

정을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

3) 진로선택몰입의 측정

진로선택몰입의 측정 도구로는 진로개발 및 진로의사결정이론의 관점에서 개발된 

Blustein 외(1989)의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가 많은 연

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Blustein 외(1989)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진로선택몰입 과정

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선택몰입을 몰입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자 탐색 단계인 

‘직업탐색 및 몰입’ 차원과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이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선택을 고수하려는 경향인 ‘진로배제경향’의 2가지 요인으로 구

성하였다. 그러나 진로배재경향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의 권유와 같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고 다른 진로

대안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의 요인으로 선호되지 않기도 한다(Porfeli et al., 

2011). 국내에서는 최수정(2007)이 Blustein 외(1989)의 CCCS를 타당화하였는데, 직

업탐색 및 몰입 19문항, 진로배제경향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직업탐색 및 

몰입 α=.847, 진로배제경향 α=.756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는 몰입을 몰입의 형성 수준과 자신과 동일시하는 수준을 측정

함으로써 외부 압력에 의한 선호가 아닌 개인의 진로선택에 대한 애착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Luyckx et al., 2006; Crocetti, et al, 2008). 이러한 과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진로

선택몰입 측정 도구로는 Porfeli 외(2011)의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가 있다. 이 도구는 본래 진로정체감 지위를 정교하게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서 Luyckx 모형(Luyckx et al., 2005; 2006)의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 그리고 

Meeus와 Crocetti 모형(Crocetti, et al., 2008)에서 제안한 진로재고(career 

reconsideration)의 3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진로몰입(career commitment)

은 다시 ‘진로몰입형성’, ‘진로몰입 동일시’로 구분되는데, 진로몰입형성은 “진로 선택에 확

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몰입 동일시는 “몰입 상태를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보라 외(2014)가 타당화하였는데, 진로몰입 중 진로몰입형성은 4문항, 진로

몰입 동일시는 5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진로몰입형성 α=.69, 진

로몰입 동일시 α=.74로 진로몰입형성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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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2019)은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는 ‘몰입 형성’은 현재 시점에서 선택 수

준을 의미하고, ‘몰입 동일시’는 향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상태와 자기개념과의 일치감

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Waterman, 2015), Porfeli 외

(2011)의 몰입 동일시를 측정하는 문항 중 “나의 가족은 내가 선택한 진로로 입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My family feels confident that I will enter my chosen 

career)”는 진로목표 선택에 대한 확신(몰입 형성)을 측정하는 데 가깝다고 지적하였

다. 이에 김태환(2019)은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내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김태환(2019)

은 정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진로선택몰입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실천

하기 위해 진로목표를 선택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으로 

정의하고 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3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개발자 Blustein 외(1989) Porfelli 외(2011) 김태환(2019)

하위영역 직업탐색 및 몰입(19문항),
진로배제경향(9문항)

진로탐색(10문항),
진로몰입(10문항),
진로재고(10문항)

진로목표 선택(7문항), 
진로목표 동일시(6문항),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6문항)

문항 수 28문항 30문항(진로몰입 10문항) 19문항
응답양식 전혀 그렇지 않다(1) ~아주 

그렇다(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5)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채점방식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전체 응답점수 합

(일부 문항 역채점)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직업탐색몰입 α=.91~.92
진로배제경향 α=.78~.84

진로몰입 형성 α=.81~.83
진로몰입 동일시 

α=.62~.64

진로목표 선택 α=.92
진로목표 동일시 α=.86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α=.85
국내 타당화 최수정(2007) 이보라 외(2014) -

<표 Ⅱ-26>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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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

가.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

1)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관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한 심리사회적인 자원인 진로적응자원은 스스로 조

절하는 자기 규제 능력으로서 대처를 위한 적절한 반응을 이끈다. 특히 진로관심은 진

로적응자원 중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Savickas, 2013),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지 않으면 진로와 관련한 예상되는 변화나 대처를 위한 준

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관심은 개인이 자신

의 진로와 관련해 직면해야 하는 과업을 인식하고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Savickas & Porfeli, 2012). Savickas(2013)는 진로관심의 근본적인 기능이 

Crites(1965)의 지향(orientation), Harren(1979)의 인식(awareness) 등과 같은 변

인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 변인은 진로과업의 한 영역이자, 진로의사결

정의 첫 단계로 효과적인 진로행동을 이끄는 진로 동기 변인이다. 진로과업 실행의

지는 진로설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으로서 이러한 지향과 인식을 반영하는 

변인이다.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Hirschi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관심이 진로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7, p<.001). 진로계획은 진로에 관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진

로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과정(Gould, 1979)으로서 

계획 및 전략 수립과 실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진로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인지하고 계획한다는 점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관련성이 있어 진로관심이 높을수록 

진로계획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자원이 높을수록 진로개발 

필요성 인식을 포괄하는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높아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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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적응자원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탐색행동은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 진로과업이다. 따라서 진로적응자원의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

감은 진로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게 된

다. 진로적응자원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Porfeli와 

Savickas(2012)가 진로적응자원 측정 도구인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자원의 하위 요인과 전반적 탐색 및 심층적 탐

색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외(2015)가 중국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

=.62, p〈.001), 개방성, 성실성, 상냥함 등의 성격 특성은 진로적응자원을 매개로 진로

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적응자원은 성격 특성과 

같은 적응준비가 진로탐색행동을 비롯한 적응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핵심 변

인임을 입증하였다. 

진로적응자원 요인별로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관심과 관련하여 

Savickas(2013)는 진로관심이 Harren(1979)의 인식(awareness)과 Tidedman(1968)

의 예상(anticipation) 등의 변인과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 Harren(1979)은 진로의

사결정의 첫 단계로 인식을 설정하였는데, 이 인식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 결과

에 대한 고려, 이전 결정에 따른 결과의 성공과 만족 수준에 대한 인식,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에 대한 인식,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압력과 같은 

환경적 평가 등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다. 이 인식의 결과, 불안이나 불만을 느끼

게 된다면 다음 단계인 탐색과 선호에 대한 명료화가 이루어지는 계획 단계로의 이행

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Harren(1979)은 진로관심의 결과가 진로탐색을 이끈다

고 보았다. 진로관심은 진로개발에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진로행동으로서 본격적인 진로과업인 진로탐색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것이다. 관련 실증 연구로, 진로적응모형에 따라 적응준비(adaptivity)와 적응자원

(adaptability resources), 적응반응(adapting responses) 차원의 변인을 설정하여 

이들이 실증적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고자 한 Hirschi 외(2015)의 연구에서 진로관심

은 진로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 p<.001).

진로통제는 진로개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 등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Rotter(1966)의 내적 통제 소재(internal loc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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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Weiner(1985)의 노력 귀인

(effort attributions) 등과 같은 변인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Savickas, 2013). 이러

한 변인과 관련한 실증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가 입증되었는데, 김세정

(2008)의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성을 가진 집단의 진로탐색행동 수준보다 내적통제성을 

가진 집단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38, p<.05). 즉, 자신

의 노력과 능력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진로

탐색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송현아 외(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

이 진로탐색행동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2, p<.001), 진로결

정자율성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해보았을 때는 내적동기만 유일하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β=.32, p<.001). 이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에는 환경적인 변인보다도 개인이 지각한 자

율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개인의 내적동기가 진로탐색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로호기심은 개인이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진로 물음에 긍정적

인 반응을 형성하게 되면 호기심은 형성 가능한 자아 및 진로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도록 다양한 상황과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도록 한다(Savickas, 2005). 이러한 진

로호기심의 기능은 진로개발 이론의 탐색 및 정보추구행동(information-seeking 

behavior)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에 따른 자기이해 및 직업정

보와 같은 직접적인 결과물에도 반영되기에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진로호기심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Porfeli

와 Savickas(2012)는 진로적응자원 측정 도구인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자원의 하위 요인과 전반적 탐색 

및 심층적 탐색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로호기심은 

심층적 진로탐색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r=.37, p<.01). 또한 Li 외(2015)가 중국 대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진로호기심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35, p〈.001).

진로자신감은 진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인 자기효능감과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Lent & Brown, 2013)에서 가정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에 임하도록 하는 핵심 변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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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 보았을 때, 진로자신감은 핵심적인 진로과업인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예

상해볼 수 있다. 관련 연구로 박은선, 이재창(2009)의 연구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2, p〈.001). 진로탐색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극적으로 진로탐색행동에 임하게 되는 

것으로 진로자신감도 마찬가지로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

한 논의를 고려하여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다.

3)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경험성찰의 관계

일반적으로 성찰적 사고는 개인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으로(이영민, 2006), 지난 

진로경험에 대한 의식적인 숙고인 진로경험성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적

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진로적응자원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사회

적 자원으로서 자기 규제, 즉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실천

적인 맥락에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성찰 업무 행동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에게서 더 잘 나타난다(최지원, 정진철, 2012; Woerkom, 2004). 진로적응

자원과 진로경험성찰과의 관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성찰 등의 하위구인을 설

정하여 진로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한 Akkermans 외(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과 진로역량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39, p<.01),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역량에 대한 학생 및 대학 특성의 관계를 고찰한 정지은(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1, p<.001). 

자기효능감은 진로 장면에서 주체적인 성향, 불확실성에 대한 높은 대응성, 심리적 

안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정지은, 2017), 진로적

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진로개발이 직업적 자아개념과 일 역할 사이의 반복적인 거래

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상정하는데(Savickas, 2002),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식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진로경험성찰은 여러 진로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질, 가치 등이 형성된 이후에 점점 안정되어 선택

과 적응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분화된 직업

적 자아개념 집합체를 보유하는 명료화에 이른다. 그리고 생애이야기를 통해 삶의 목

적을 명확화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성찰을 정교화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을 거쳐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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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교화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부단한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진로적응자원 중 진로관심은 의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진로개발에 

필요한 준비를 계획하고 관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진로경험성찰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관련 연구로, Galles 외(2019)는 개방성, 

수용성, 호기심 등의 특성을 동반한 인식의 개념인 마음챙김(mindfulness)이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능력을 뚜렷하고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지니고 있는지를 의미

하는 진로정체성(vocational identit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9, p<.001). 진로장벽과 같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열린 관심은 진로경험성찰을 보다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4)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일반적으로 진로적응자원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

하고, 직업과 관련된 사고 과정에 관여하도록 하며,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이해를 개발하고, 기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기에 진로적응자원이 높

을수록 개인이 자신의 결정 과정에 깊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에 더욱 확신을 

갖고 몰입하도록 할 수 있다. 먼저, 진로적응자원의 진로관심 관련 연구로, Savickas 

외(1984)의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의 구조를 탐색한 연구에서 시간 조망이 진로미결

정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LTPD r=-.47, p<.001, AFG r=-.19, p<.05), 진로선택 

만족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LTPD r=.33, p<.001). 이들은 이러한 결과에 기초

해서 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진로적응자원의 진로통제와 관련하여서는 Taylor(1982)의 연구에서 개인이 외적 

통제성을 가질수록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 p<.01). 

즉, 개인이 내적 통제성을 가질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영석과 이상희(2016)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자원과 삶의 의미,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직접효과(β=.32, 

p<.01)와 삶의 의미를 통한 간접효과(β=.42, p<.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

석과 이상희(2016)는 주로 진로적응자원의 진로통제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고 있는데,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인식하는 통제감은 삶의 의미와도 밀접한 변인이며, 높은 

책임 및 통제 의식은 진로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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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응자원의 진로자신감과 관련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

계를 다룬 연구를 통해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김태환(2013)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65, 

p<.001), 이는 개인이 스스로 진로결정을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며 이러한 기대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진구(202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Taylor & Betz, 

1983), 진로자신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다.

5)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Super(1974)는 진로성숙을 나타내는 6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직업 선택에 대한 지향(orientation to vocational choice)’으로, 개인이 직업 선택

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에 관한 영역이고, 두 번째는 ‘정보 및 계획

(information and planning)’으로, 미래의 진로 결정과 과거의 계획 수립에서 개인이 

가지는 정보의 특수성 측면의 역량과 관련된 진로탐색 영역이다. 이는 진로개발이 이

루어지는 단계 및 과업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형성되면 진로

탐색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진로의사결정모형에서도 의사결정의 

시작 단계는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해 관심 갖기(인식)이며, 다음 단계는 자신 및 환경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흥미, 기술 및 가치를 고려하여 가능한 진로 대안을 설정하

기로, 진로탐색이 제시되어 왔다(Hirschi & Läge, 2007). 이를 통해 진로설계에 대한 

목표의식은 본격적인 진로개발 행동인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진로탐색의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분명하게 진로목표를 인식하고 탐색한 정보로부

터 자신의 진로결정에 확신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정

보와 검토를 바탕으로 한 진로선택은 개인으로 하여금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애착과 

동일시를 가져온다. 따라서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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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경험성찰의 관계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 단계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인식에서 개인을 둘

러싼 상황 내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부가적

인 진로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진로과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실행

의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숙고 즉 성찰을 이끈다.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경험

성찰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관련 연구로, 진로포부와 진로역량의 관계를 고찰

한 정지은(201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진로포부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나타나는 개인의 진로 관련 목표와 실현 가능성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신념

으로, 성찰역량을 포함한 진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9, 

p<.001). 즉 진로포부는 진로개발의 동기변인으로 진로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 총체적 진로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동기변인의 일환인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개인의 자기조절능력인 진로경험성찰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7)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Savickas(2001)에 따르면 진로미성숙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직면하게 

될 진로 선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다.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개인이 진

로설계에 대한 필요성과 과업을 명확하게 인지할 때 이후 관련된 진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개발이론과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변인이다. 

관련 연구로, 진로미결정 관련 연구가 있는데, 진로 결정의 과정에서 인식에 따른 문제

로 진로결정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미결정의 주요 원인은 동기 부

족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ati, Krauze & Osipow, 1996). 진로미결정은 직업 정

보부족, 자기이해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요인을 하위 요인

으로 구성되는데(Osipow et al, 1976), 필요성 인식 부족을 비롯한 진로미결정의 인

식 문제는 우선적으로 진로관심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적응

자원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분석한 조현재(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자원의 하위 

요인으로 설정된 목표의식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325, p<.001), 주도성, 책임감 등 다른 하위 요인보다도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즉, 목표의식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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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의 관계

Kolb(1984)의 경험학습 과정이 1)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2)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을 반추하는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3) 성찰적 관찰을 이론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일반화하고 원리를 창

출하는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4) 학습한 것을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검증하는 행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르면 

성찰은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경험에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

와 관련하여 진로탐색 활동 관련 성찰은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동기의 한 

측면으로 여겨진다(Reed, Bruch & Haase, 2004). 진로지도 장면에서 자기성찰을 촉

진하기 위한 도구로 성찰적 글쓰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성찰적 글쓰기에는 성찰

일지, 저널쓰기, 일기, 질문과 자기평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성찰적 글쓰기는 경험

의 반추를 통해 경험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며, 자기 이해

를 위한 탐구를 통해 자아개념을 명확히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재조정하거나 

외부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한다(박성욱, 2016). 이렇듯 개인은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개인의 자아개념이 개발된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9)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Blustein 외(1989)는 진로선택몰입은 몰입 이전 단계(uncommitted phase)에서부

터 매우 몰입된 단계(committed phase)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즉, 개인은 상대적으로 몰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로선택에 대한 의지 수준

이 강한 단계로 나아가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Haren, 1979, Jordaan, 

1974, Super, 1957, Tiedeman & O'Hara, 1963). 몰입이 부재한 몰입 이전 단계

는 자신에 대한 이해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는 단계를 말하고, 몰입단계는 진로탐색의 결과로 개인의 자신의 분명하게 진로목

표를 인식하고 개인의 진로결정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가지는 상태이다. 따라서 진로탐

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는 기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자기관리모형에서도 확인된다(Lent & 

Brown, 2013). Super 외(1996)의 생애주기 생애공간이론에서 발달적 체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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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 중심의 모형으로, 진로 의사결정을 앞두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처한 개

인이 어떻게 이를 타결해 가는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 모형에서는 진로개발과업을 다루어 나가는 주체(agent)로서 개인의 역할이 강조

되는데(임은미 외, 2017), 개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배경 변인의 영향을 받아 학습경

험을 선택하고, 학습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향상된다. 이는 진로 관

련 목표 설정, 행동, 결과 및 성취로 이어지는데, 이 모형을 진로탐색 및 의사결정에 

적용한 모형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적응행동이 궁극적인 결정 결과로서 진

로선택몰입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김지근과 이기학(2011)은 진로선택몰입 과정에 있어 맥락적(부모의 자율성 지지), 

개인적(자기성장주도성), 발달적(환경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변인을 고려하여 

진로선택몰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모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자신에 대한 진

로탐색(β=-.223, p<.001)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β=.906, p<.001)이 진로선택몰입으

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은 진로선택

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고찰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영향변인을 구조적으로 고

찰한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5, p<.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탐색이 확대

될수록 진로선택몰입이 촉진된다는 이론적인 배경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10) 진로경험성찰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직업적 자아개념은 개인이 만족하고 애착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er, 1957). Taylor(1985)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직업 지식과 직업적 자아개념 명료화라는 두 가지 변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라 성숙한 진로결정에 기여하는 변인으로 직업적 자아개념 명료화를 

꼽았다. 즉, 자신에 대한 분산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 선호로 좁혀지지 않

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적 자아개념 명료

화를 촉진하는 기재는 진로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로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찰은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일으키며, 숙

고와 평가의 결과로서 스스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몰입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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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진로 맥락에서도 성찰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삶의 목적, 직업세계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진로 기회와 가능성, 더 나은 업무 수행에 깨어 있다(정지은, 

2017). 따라서 진로경험성찰은 개인의 진로선택에도 더욱 몰입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Yorke와 Knight(2004)는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USEM 모형에서 4가지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이해

(understanding), 기술(skillful practice), 효능감(efficacy beliefs), 메타인지

(meta-cognition)로 제시한다. 이 중 메타인지는 학습에 관한 자기성찰과 자기조절 

능력 등을 포함하여 배운 것을 행동에 반영하는 능력으로, 이 메타인지가 대학생의 고

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선택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나.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

1)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매개효과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근거로 자신의 의식적 의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고 보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해서 진로적응자원과 진로

과업 실행의지, 그리고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행동 

의도가 특정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포착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행동의도의 결정요인으로 행동지향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시한다. 행동지향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지를 나타내는 평가의 정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인지하

는 정도이고,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예상되는 장애물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에 쉽거나 어렵다고 인지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주관적 규범의 역할로서 개인이 자

신의 진로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행동

지향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와 관련된 진로적응자원을 기반으로 진로행동을 의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필요성 인식인 진로과업 지향은 진로를 선

택하고 그 선택에 몰입하도록 하는 진로선택몰입을 더욱 촉진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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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앞서 진로적응자원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을 때, 진로적응자원의 진

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은 모두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

다고 설정되었다. 진로호기심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며, 진로통제는 강화될수록 결단

력 있는 태도 및 신념이 커지고, 의사결정의 역량이 개발된다(Savicaks, 2002). 따라

서 개인의 진로적응자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전반적이고 심층

적인 진로탐색행동으로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대안

을 평가하는 행동이 활발해진다.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로선택은 그 선택에 대

한 개인의 애착과 동일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실증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보면, 김지근과 이기학(2011)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환경 및 자신에 대

한 진로탐색행동을 통한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

성장주도성은 자신 및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성장주도성은 자기탐색보다 환경에 대한 탐색에 대

한 설명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등의 진로적응

자원도 자기성장주도성과 마찬가지로 자기통제적 변인이라는 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을 매

개로 진로선택몰입을 더욱 강화한다고 예측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자원

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3)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

진로구성이론의 생애설계 상담에서는 ‘진로이야기 인터뷰(Career Story 

Interview, CSI)’라는 상담기법을 활용하는데(Savickas, 2015), 이는 1) 롤모델(role 

model), 2) 즐겨 보는 잡지, 텔레비전, 웹사이트 등, 3) 책, 영화, 만화 등에서 좋아하

는 이야기(favorite story), 4) 좋아하는 격언(favorite saying), 5) 이전 기억(early 

recollection)이라는 5가지 질문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만들어 낸 의미들을 통해 내담자의 직업적 

자아개념을 명료화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담자의 흥미에 맞는 직업이나 

전공과 연결지어, 이를 통해 롤 모델에서 선호하는 속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묘사하고, 내담자가 현재 선호하는 이야기나 격언을 진로 이슈로 해석하여 선택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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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따른 예상 가능한 결과를 유추하고 초기 행동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성찰은 현재의 개인의 자아와 상황을 그들이 이전

의 경험에서 수행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바라보고 연속성과 일관성을 검토하도록 한

다. 내담자는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내포된 것에 대해 성찰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동등하고 돈독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성찰 및 의미 부여 과정에 적절한 질문을 던짐

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지향성(intentionality)을 촉진하

여 자아에 대한 몰입을 장려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행동으로 직업적 자아개념을 명료화하도록 하고, 진로선택에 대해 연속되고 일관

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촉진된다. 따라서 진로경험성찰은 자신에 대한 통찰을 통

한 진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진로경험성찰은 자기조절능력인만큼 개인의 의식적인 활동으로서 개인의 의

지와 역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진로경험성찰은 심리사회적 자원인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4)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

진로구성이론에서 진로는 직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한 경험의 총체

로서 개인과 환경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주관적으

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개발은 직업적 자아개념과 일 역할 

사이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Savickas, 2002). 주체자(agent)로서의 진로

구성 과정을 진로적응으로 개념화한 진로적응모형에서는 변화하는 조건을 다루는 행동

(적응반응)을 기꺼이 수행할 의지(적응준비)와 능력(적응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적응(결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Savickas, Porfeli, 2012). 즉, 진로적

응자원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조건에 대처하는 적응반응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본다.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 직무만족, 원활한 학교-직업세계 이행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변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tung 

& Cadaret, 2017). 실제 진로적응모형의 적응반응 수준의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에서

는 진로적응자원과 진로 계획(Hirschi et al., 2015; Taber & Blankemeyer, 2015), 

진로 탐색(Li et al., 2015; Porfeli & Savickas, 2012), 진로관여행동(김지근,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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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2016), 진로결정자기효능감(Duffy, Douglass, & Autin, 2015; Guan et al., 

2016; 신윤정, 이은설, 2018)이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자원은 진로와 관련한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 차원의 행동을 아우르는 진로

반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적응반응은 생애 단계에 따라 대순환으로서 적응 순환(adaptation cycle)을 하지

만, 많은 전환 경험마다 소순환(minicycles)이 이루어진다(Savickas, 2002; Savickas, 

2005; Savickas, 2015), 이때 이 행동들은 일련의 순서적 배열이 가정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과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각 

적응반응 변인으로 설정된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

몰입도 일련의 순서적 배열을 내포하고 인과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적응자원과 진

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종합

앞서 논의된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27> 참조). 이 연구에

서는 진로구성이론의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진로

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과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적응모형의 적응반응 

변인으로 진로적응자원의 영향을 받는 적응 행동이다. 

구분 기저이론 및 실증연구

직접
효과

가설 2-1.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 실행의지
【기저이론】 진로관심은 Crites(1965)의 지향, Harren(1979)의 인식 

반영
【관련연구】 Hirschi 외(2015): 진로관심 → 진로계획

가설 2-2. 
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기저이론】 진로관심은 Harren(1979)의 인식, 진로통제는 
Rotter(1966)의 내적 통제 소재,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 진로호기심은 진로개발 이론의 탐색 및 
정보추구행동, 진로자신감은 Lent & Brown(2013)의 
자기효능감 기능 반영 → 진로행동

【관련연구】 Hirschi 외(2015): 진로관심 → 진로탐색
김세정(2008): 내적통제성 → 진로탐색행동,
송현아 외(2010):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탐색행동
Porfeli와 Savickas(2012): 진로호기심 ↑, 탐색↑, 
Li 외(2015): 진로호기심 → 진로탐색행동,
박은선, 이재창(2009): 진로탐색자기효능감 → 진로탐색행동

<표 Ⅱ-27> 변인 간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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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저이론 및 실증연구
가설 2-3. 

진로적응자원 → 
진로경험성찰

【관련연구】 Akkermans 외(2013), 정지은(2017): 자기효능감 → 
진로역량

가설 2-4. 
진로적응자원 → 

진로선택몰입

【기저이론】 진로통제는 Rotter(1966)의 내적 통제 소재,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자신감은 Lent & 
Brown(2013)의 자기효능감 기능 반영 

【관련연구】 Savickas, Silling과 Schwartz(1984): 시간 조망↑, 
진로미결정↓,
Taylor(1982): 외적 통제성 → 진로미결정, 
김영석,이상희(2016): 진로적응자원 → 진로결정수준,
김태환(20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이진구(202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선택몰입

가설 2-5.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탐색행동
【기저이론】 Super(1974): 진로성숙의 6가지 영역, Hirschi & 

Läge(2007): 진로의사결정모형
가설 2-6.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경험성찰

【기저이론】 Harren(1979): 진로의사결정 단계 중 인식
【관련연구】 정지은(2017): 진로포부 → 진로역량

가설 2-7.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선택몰입
【기저이론】 Savickas(2001): 진로미성숙의 원인은 인식 부족
【관련연구】 조현재(2015): 목표의식 → 진로미결정

가설 2-8. 진로탐색행동 → 진로경험성찰 【기저이론】 Kolb(1984)의 경험학습 과정

가설 2-9.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기저이론】 몰입의 단계(Blustein 외 1989): 몰입 이전 단계(탐색 
단계) → 몰입 단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 적응행동 → 결정 결과

【실증연구】 김지근과 이기학(2011), 김태환(2019):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가설 2-10.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관련연구】 Yorke와 Knight(2004)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

매개
효과

가설 3-1.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선택몰입
【기저이론】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 

가설 3-2. 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기저이론】 Savickas(2002): 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관련연구】 김지근, 이기학(2011): 자기성장주도성(≒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가설 3-3. 진로적응자원 →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기저이론】 Savickas(2015): 생애설계상담기법

가설 3-4/5/6/7.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기저이론】 진로적응모형: 진로적응자원 → 적응반응(지향, 탐색,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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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인 진로과업 실행의

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진로구성이론을 중심으로 진로개발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여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이 구조적 모형에서는 진로적응

자원을 외생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생잠재변인으로는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

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르면 각 변인

들은 정적인 영향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된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고,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Ⅲ-1]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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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모형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4개 관찰변인으로 구성

하고,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과업 실행의지 단일지표로 관찰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기탐색, 직업세계탐색, 진로대안탐색으로 관찰변

인을 설정하였고, 진로경험성찰은 자기인식성찰과 진로자기조절의 2개 관찰변인을, 그

리고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3개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우리나라 4년

제 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4년제 대학은 총 191개며, 재학생 

수는 1,463,740명이다. 학교는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대학은 71개교이고 

비수도권 대학은 120개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비율은 1:1.7이다. 재학생 수

는 수도권 577,990명, 비수도권 885,750명으로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구분 학교 수 재적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합계

수
도
권

서울 38 (19.9) 375,054 (25.6) 127,753 (22.6) 502,807 (24.8)
인천 3 (1.6) 30,515 (2.1) 13,668 (2.4) 44,183 (2.2)
경기 30 (15.7) 172,421 (11.8) 67,021 (11.8) 239,442 (11.8)
소계 71 (37.2) 577,990 (39.5) 208,442 (36.8) 786,432 (38.7)

비 
수
도
권

부산 12 (6.3) 140,775 (9.6) 54,152 (9.6) 194,927 (9.6)
대구 3 (1.6) 44,926 (3.1) 18,390 (3.2) 63,316 (3.1)
광주 10 (5.2) 62,055 (4.2) 22,132 (3.9) 84,187 (4.1)
대전 11 (5.8) 84,061 (5.7) 29,648 (5.2) 113,709 (5.6)
울산 2 (1.0) 14,564 (1.0) 6,955 (1.2) 21,519 (1.1)
세종 2 (1.0) 12,421 (0.8) 5,839 (1.0) 18,260 (0.9)

<표 Ⅲ-1> 지역별 학교 수와 재적학생 수(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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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재학생 수는 사회계열 26.9%, 공학계열 26.2%, 인문계열 12.1%, 자연계열 

11.6% 순이며, 자연․공학 계열과 인문․사회 계열의 비율은 약 1:1이다. 성별을 함께 고

려해 보면, 자연․공학 계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약 1:0.5이며, 인문․사회계열 남

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약 1:1.3이었다(<표 Ⅲ-2> 참조).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자연·공학
자연계열 81,098 (10.9) 88,222 (12.3) 169,320 (11.6)
공학계열 289,930 (39) 93,664 (13.0) 383,594 (26.2)

소계 371,028 (49.9) 181,886 (25.3) 552,914 (37.8)

인문·사회
인문계열 64,794 (8.7) 112,528 (15.6) 177,322 (12.1)
사회계열 187,867 (25.3) 206,592 (28.7) 394,459 (26.9)

소계 252,661 (34.0) 319,120 (44.3) 571,781 (39.1)
의약계열 38,570 (5.2) 73,993 (10.3) 112,563 (7.7)

예체능계열 59,462 (8.0) 99,845 (13.9) 159,307 (10.9)
교육계열 22,298 (3.0) 44,877 (6.2) 67,175 (4.6)

합계 744,019 (100.0) 719,721 (100.0) 1,463,740 (100.0)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표 Ⅲ-2> 전공 계열 및 성별 재학생 수(2018년 기준)

구분 학교 수 재적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합계

강원 8 (4.2) 67,821 (4.6) 32,784 (5.8) 100,605 (5.0)
충북 11 (5.8) 70,021 (4.8) 30,021 (5.3) 100,042 (4.9)
충남 13 (6.8) 113,832 (7.8) 43,480 (7.7) 157,312 (7.7)
전북 8 (4.2) 61,100 (4.2) 26,145 (4.6) 87,245 (4.3)
전남 10 (5.2) 35,157 (2.4) 12,763 (2.3) 47,920 (2.4)
경북 18 (9.4) 109,237 (7.5) 45,307 (8.0) 154,544 (7.6)
경남 10 (5.2) 58,178 (4.0) 24,291 (4.3) 82,469 (4.1)
제주 2 (1.0) 11,602 (0.8) 5,944 (1.0) 17,546 (0.9)
소계 120 (62.8) 885,750 (60.5) 357,851 (63.2) 1,243,601 (61.3)

합계 191 (100.0) 1,463,740 (100.0) 566,293 (100.0) 2,030,033 (100.0)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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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적정한 표집 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상의 특징을 고려하

여야 한다. 먼저, Krejcie & Morgan(1970)은 모집단이 1,000,000명 이상일 때 적정 

표본 수는 384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인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은 

전체 1,463,740명으로 표집 수는 384명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추정법, 모형적합도,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

(Maximun Likelihood)의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100~150개이고, 모형적합도는 χ2검

정 통계량을 기준으로 도출되는데, χ2검정은 표본 수가 500개 이상이면 모형 설정에 

관계없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김대업, 2008). 모형의 복잡도의 경우에는 사례 

수와 추정모수의 수가 20:1일 경우 이상적이며, 10:1도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Kline, 2010).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384명 이상 500명 이하가 적정 표집 

수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설문 회수율이 70~90%인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표집 크기를 540명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탐색행동, 진로선택몰입은 대학 소재지, 전공 계

열, 성별, 학년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태환, 2019; 문승태 외, 2012; 한은정 외, 2018). 이는 개인이 노출되는 진로 환경

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성별과 같은 개인 변인과 대학의 진로지도 제공

과 같은 배경 맥락 변인이 개인의 진로와 관련한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쳐 이는 개인

의 진로 행동 및 반응에 차이를 가져온다(Lent & Brown, 2013). 따라서 표본이 모집

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표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공 계열의 경우에는 인재양성 목표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어 운

영되는 교육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은 일반적인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의 

학생의 진로 특성과 상이할 것이라 판단되어 표집 대상에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집 방

법으로 층화군집표집을 이용하였다.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은 대표성을 띤 하

위 집단의 비율대로 표본을 표집하는 방법이고, 군집 표집(cluster sampling)은 개인

이 속한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집 방법이다. 층화 기준이 많아지면 집단별 적정 

표집 수가 3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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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1999), 이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 전공 계열,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층화표집

을 실시하고, 진로 특성은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준이 높아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균등하게 표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차적

으로 대학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1:1.7 비율을 고려하여 수도권 대

학 4개교, 비수도권 대학 5개교를 무선으로 군집표집하였다. 대학별로 60명씩 표집하

되, 자연․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1:1이므로, 계열별로 30명씩 표집하였다. 

또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자연·이공계열 남학생 20명, 여학생 10명, 그리고 인문·사

회계열 남학생 13명, 여학생 17명을 표집하였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대학생 층화군집표집 과정

3. 조사 도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도구로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은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

하였다(<표 Ⅲ-3> 참조).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자기성찰의 관찰변인 측정 

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진로적응자원 측정도

구는 연구자가 새롭게 번안하여 타당화하였으며,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 측정도구는 

이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를 사용하여 신뢰도분석과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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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문항 수 문항 번호

진로적응자원
진로관심 6

Ⅰ-1~24진로통제 6
진로호기심 6
진로자신감 6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4 Ⅱ-1~4

진로탐색행동
자기탐색 3

Ⅲ-1~11직업세계탐색 4
진로대안탐색 4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4 Ⅳ-1~8진로자기조절 4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6

Ⅴ-1~17진로목표 동일시 5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6

일반적 사항
성별 1

Ⅵ-1~4학년 1
전공 1

학교소재지 1
총계 66 -

<표 Ⅲ-3> 조사도구 구성

측정도구 개발은 [그림 Ⅲ-2]와 같이 1) 관찰변인 설정, 2)　예비문항 작성, 3) 내

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4) 예비조사, 5) 본조사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진로지도 관련 연구 경력을 가진 교수 및 연구자 집단(박사학위 소지자) 

5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가 조작적 정의에 따라 관찰변인 설명 및 

문항이 적합하고 조사 대상에 적용하기에 적절한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안면 타당도는 

학년별로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진술이나 표현 방식이 이해하고 답하는 데 어

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고, 문항 제거 및 수정 과정을 거쳐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조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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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 내용

관찰변인 설정 Ÿ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라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설정
Ÿ관찰변인별 개념 구명

예비문항 작성 Ÿ기존 관련 측정도구를 통한 관찰변인별 문항 풀(pool) 구성
Ÿ문항반응양식 결정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Ÿ내용타당도: 진로지도 분야 전문가를 통해 하위 요인별 개념에 따른 
문항의 타당성 검토

Ÿ안면타당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이해도 검토
예비조사 Ÿ예비조사 실시

Ÿ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한 문항 수정 및 보완
본조사 Ÿ본조사 실시

Ÿ최종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보고
[그림 Ⅲ-2] 측정도구 개발 절차

문항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통계치 기준은 

<표 III-4>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험적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구분 내용

문항 
분석

평균 Ÿ 1.4~4.5일 때 수용 가능(5점 척도)
표준편차 Ÿ .75 이상일 때 수용 가능

왜도 및 첨도 Ÿ <±2를 기준으로 제시
문항-전체 상관 Ÿ .3 이상일 때 의미 있는 상관

신뢰도 분석 Ÿ 내적 일치도 계수 .7 이상
탐색적 
요인 
분석

KMO값 Ÿ .6 이상인 경우 문항 간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
Bartlett 구형성 검정 Ÿ 상관행렬이 단위행렬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적합

문항 삭제 기준 Ÿ 공통성 .4 이하, 요인적재량 .4 이하
확인적 요인분석 Ÿ SRMR,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 분석

자료: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
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0. 재구성.

<표 Ⅲ-4> 도구개발을 위한 통계치 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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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적응자원

진로적응자원 잠재변인의 관찰변인은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Savickas & Porfeli(2012)가 진로적응자원을 직업적 역할에 

자아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

한 개인의 자원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구인으로 개념화하고 구인화하여 13개 국가에

서 타당화한 것에 근거하였다. 관찰변인별 측정도구는 Savickas & Porfeli(2012)의 

‘Career Adapt-Ability Scale(CAAS)’의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을 활용하였으며, CAAS는 국내에서 Tak(2012)과 정지은(2013), 노윤신(2016) 등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가 있지만 번안 과정에서 원 도구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롭게 번안하였다. 가령, 진로자신감의 하위 문항 중 “Taking 

care to do things well”은 “일을 잘 처리한다”로 번안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1)~매

우그렇다(5)’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어 있다. 이는 일을 잘 처리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응

답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측정한다기보다는 과업에 대한 수행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 도구에서는 여러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강점으로 더 개발된 능력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 

문항은 (나는)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개발 정도가) ‘강하지 않다(1)~가장 강

하다(5)’로 응답하도록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서 자신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원 도구에 보다 충실하게 번안 초안

본을 작성하였다.

이후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진로교육 전공자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

으며 역번역 결과와 원문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원문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수정본을 바탕으로 전문가집단에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진

로관심은 평균 4.60~5.00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진로관심4는 ‘내가 해야 할 교육 

및 진로 관련 선택’ 표현이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가 해야 하는 진로나 교육 관

련 선택’으로 수정하였으며, 진로관심6은 원문에서 관심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능력’으로 수정하였다. 진로통제는 평균 

4.80~5.00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진로통제6은 ‘일’을 ‘work’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나에게 적합한 것을 하는 능력’으로 수정하였다. 진로호기심은 평균 

4.80~5.00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진로호기심2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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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으로 수정하였다. 진로자신감은 평균 4.60~5.00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진로자신감1의 경우 ‘task’를 ‘일’로 번안하여 다소 어색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으로 수정하였다. 대학생 대상 안면타당도 검토를 통해 응답의 

어려움 정도를 확인한 결과, 진로관심은 평균 1.00~3.00으로 진로관심2에서 ‘확실히’

라는 표현이 의미전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확실히’라는 표현을 삭제하였

다. 진로통제는 평균 1.00~2.00, 진로호기심은 평균 1.00~1.75, 진로자신감은 평균 

1.00~1.50으로 적절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68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표준편차 등의 문항분

석에서는 기준치에 모두 부합하였으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관심 .881, 진로통

제 .865, 진로호기심 .824, 진로자신감 .903으로 높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호기심2가 다른 하위요인에 요인적재량이 더 높게 나타나고, 진로호

기심5는 공통성이 .389로 낮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모형적합도가 양호했으

며 요인적재량이 진로관심 .62~.814, 진로통제 .589~.806, 진로호기심 .574~.794, 

진로자신감 .717~.859로 적절하게 나타나 전체 문항을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본조사 

결과, 신뢰도는 진로관심 .886, 진로통제 .865, 진로호기심 .838, 진로자신감 .896으

로 높았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였고, 요인적재량은 진로관심 

.69~.848, 진로통제 .567~.816, 진로호기심 .595~.747, 진로자신감 .721~.852로 모

두 기준치 이상이었다([부록 1.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 번안] 참조).

관찰변인 예비조사(n=168) 본조사(n=385)
진로관심 .881 .886
진로통제 .865 .865

진로호기심 .824 .838
진로자신감 .903 .896

<표 Ⅲ-5> 진로적응자원 관찰변인별 신뢰도분석 결과

나. 진로과업 실행의지

이 연구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개인의 진로 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과업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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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진로

과업 실행의지를 단일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관찰변인을 측

정하기 위하여 기존 측정도구들을 고찰한 결과,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충분하게 다루고 

있는 도구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관찰변

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특히 진로개발이론에서 진로성숙의 태도로서 진로과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진로과업에 대한 자세, 곧 실행의지를 포괄하여 순차적인 진로개발 

과업을 이끈다(Super, 1974; Crites, 1965). 또한 진로의사결정 모형의 인식 단계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간주된다(Germeijs & Verschueren, 

2006; Peterson et al., 1991; Savickas, 2000; Van Esbroeck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진로개발 단계에서의 지향과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인식 단계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관찰변인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실행의지는 대상

이 되는 행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로과업 인식을 살펴보고 이후 실행의지 도

구로 개발하였다. 먼저, 진로과업 인식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경우, Super(1953)의 진

로개발단계 중 탐색기 후반과 확립기 초반에 해당하여 이 시기의 과업은 자신과 직

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적 선호를 분명히 하고 직업적 의사결정을 하

며, 선택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적응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과업 인식이란 대학생 시기에 요구되는 진로선택, 

역량개발, 전환준비 등의 진로과업에 대해 파악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기존 도구를 바탕으로 예비문항 풀(Pool)을 구성하

였다. 하위 요인 및 핵심 요소별로 참조한 기존 도구로는 진로과업 인식은 이형국

(2014)이 개발한 진로의식 도구 중 진로설계의식과 조규형(2018)이 개발한 진로의사결

정 진단 도구 중 진로인식이다. 실행의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행의지와 행동의도

를 측정할 때 특정 행동 다음에 “~계획을 세울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의도가 있

다”, “~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로 도구를 개발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형국

(2014)과 조규형(2018)의 도구에서 제시된 진로과업에 실행의지 또는 행동의도 측정

도구 문항을 접목하여 개발하였다(Bagozzi et al, 1998; Ajzen, 2013)), 문항 개발 

시 하위 영역별로 3~15개의 문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Croker & Algina, 

1986; Walsh, 1995), 하위 요인별로 7문항으로 작성하여 총 14개의 예비문항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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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응답 양식은 기존 도구를 참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응답하도록 한 점을 반영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선택하였으며, 응답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진로과업 실행의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가집단에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평균 3.80~4.60

으로, 가장 낮게 나온 실행의지7은 계획이 없이 노력하는 경우 응답하기 애매할 수 있

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실행의지6은 ‘구체적으로’라는 조건이 여러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 표현을 삭제하였다. 대학생 대상 안면타당도 검

토를 통해 응답의 어려움 정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1.00~3.00로 실행의지1은 어떠한 

노력인지 애매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고, 실행의지6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는 의견에 따라 ‘나의 진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예정이다’로 수정하였다. 

진로과업 실행의지 전체 5문항을 예비조사에서 168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표준편차 등의 문항분석에서는 기준치에 모두 부합하였으며,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실행의지2 삭제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행의지2를 삭제하고 

단일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은 .562~.700이었고, 성분행렬은 

.749~.837로 총 4문항을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본조사 결과, 신뢰도는 .797로 높게 

나타났다([부록 2.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 개발] 참조).

관찰변인 예비조사(n=168) 본조사(n=385)
진로과업 실행의지 .835 .797

<표 Ⅲ-6> 진로과업 실행의지 관찰변인별 신뢰도분석 결과

다. 진로탐색행동

이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자기탐색과 직업세계탐색을 바탕으로 자아와 환경의 

통합을 위한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을 의미한

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은 자기탐색, 직업세계탐

색, 진로대안탐색으로 구성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측정도구들을 고찰한 결과, 진로대안탐색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는 도구가 없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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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관찰변인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간에 대한 탐색행동을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

어 개인이 이미 완료한 진로탐색 수준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제한점 등을 고려하여 기

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관찰변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이론을 주요 기조로 적응반응으로서 진로탐색행동을 다루고 

있으므로, 진로구성이론에서 진로탐색행동을 보는 전 생애에 걸친 진로학습과 진로개

발을 위한 탐색으로 보는 관점에서 관찰변인을 설정하였다. Savickas(2002)는 적응반

응 중 탐색 반응과 관련해서 1) 명료화(crystallization), 2) 구체화(specification), 3) 

현실화(actualization)의 3가지 진로 개발 과업을 다루기 위한 정보탐색이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이때 명료화는 전반적인 진로탐색으로 잠정적인 선호를 형성하는 것이며, 

구체화는 심층적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잘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한다고 설명한다. Porfeli와 Skorikov(2010)에 따르면, 전반적 

탐색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하여 폭넓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층적 탐색은 자

신과 진로 전망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둔 심층 조사를 의미한다고 보았

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자신과 직업세계탐색을 구분하기보다 탐색의 범위 및 깊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Taveira와 Moreno(2003)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은 구분되는 탐색과정이라기보다는 진로탐색의 동일한 과정의 두 차원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lustein과 Stropher(1987)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탐색, 

직업정보에 대한 탐색, 그리고 진로대안들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며, 

Jordaan(1963)은 효과적인 진로탐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까

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설 검증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가설(대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탐색행동의 관찰변인은 자기탐색, 직업세계탐색, 진로대안탐색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Ⅲ-3]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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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탐색은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폭넓게 정보를 탐색

하는 것이며, 직업세계탐색은 직업 전망, 직업 환경, 직업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폭

넓게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대안탐색은 접근 가능한 진로대안을 

확인하고 진로대안과 자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이라고 개념화해볼 수 있다.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별 조작정 정의에 입각하여 기존 

도구를 바탕으로 문항 풀(Pool)을 구성하였다(<표 Ⅲ-7> 참조). 

구분 주요 참조 도구
자기탐색

Ÿ Stumpf 외(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
Ÿ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Ÿ Porfeli 외(2011)의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직업세계탐색 Ÿ Stumpf 외(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 
Ÿ Porfeli 외(2011)의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진로대안탐색
Ÿ Savickas 외(2018)의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Ÿ Porfeli 외(2011)의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Ÿ조규형(2018)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

<표 Ⅲ-7> 하위 요인 및 핵심 요소별 주요 참조 도구

Stumpf 외(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 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

동 측정도구’, Porfeli 외(2011)의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는 진로

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된 도구이다. 이 도구들은 대부분 전반적 진로탐

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심층적 진로탐색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Savickas 외

(2018)의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SCCI)’과 조규형(2018)의 ‘진로

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를 참조하였다. Savickas 외(2018)의 SCCI는 진로적응모형의 

적응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진로 탐색 단계에서의 진로구성과업을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 진로구성이론 관점의 탐색 행동을 잘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조규형(2018)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는 진로의사결정의 준비, 수행, 

성찰과정을 다면적으로 검사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하위 요인인 ‘진로 정보 

분석’은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과업, 가능성 등의 정보를 분석한 정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 진로대안탐색에 활용하였다.

한편, 문항 개발 시 하위 영역별로 3~15개의 문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Croker & Algina, 1986; Walsh, 1995), 하위 요인별로 7문항으로 작성하여 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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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에서는 ‘지난 6개

월 동안 문항에 나타난 행동을 어느 정도 자주 실행하였는지’에 대해 측정하는데, 이는 

순차적인 탐색 과정 및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한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Savickas 외(2018)의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다(1), 생

각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2),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3),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4), 이미 완료했다(5)’로 응답하도록 한 점을 참고하여 응답양식을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1), 거의 수행한 적이 없다(2), 일부 수행하였다(3), 자주 수행하였다

(4), 충분히 수행하였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응답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진

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전문가집단에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자기탐색은 평균 3.80~4.80으로 자기

탐색7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자기탐색1

과 자기탐색2는 다른 문항구조와 맞게 표현을 수정하였다. 직업세계탐색은 평균 

3.80~4.60이었으며, 직업세계3의 경우 일반적인 취업기회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의

견이 있어 이 표현을 삭제하였다. 진로대안탐색의 평균은 3.80~4.60이었으며 진로대

안1은 직업세계탐색 문항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고, 진로대안4와 진로대

안7은 취업만 전제하고 창업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표현을 수정하였다. 

대학생 대상 안면타당도 검토를 통해 응답의 어려움 정도를 확인한 결과, 자기탐색은 

평균 1.00~2.25로 자기탐색5는 ‘삶의 모습’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직

업세계탐색은 평균 1.00~1.50이었고, 진로대안탐색은 1.00~2.25로 진로대안4가 ‘역량 

수준을 비교’한다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68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표준편차 등의 문항분

석에서는 기준치에 모두 부합하였으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탐색 .708, 직업세

계탐색 .791, 진로대안탐색 .733이었으며, 직업세계5와 진로대안3은 문항 삭제 시 신

뢰도가 높게 나타나 이 문항을 삭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탐색6은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높게 나타나고, 직업세계6과 7은 공통성이 낮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해당 문항과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낮게 나타난 자기탐색1을 

삭제한 경우의 모형적합도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나 자기탐색 3문항, 직업세계탐색 4문

항, 진로대안탐색 4문항을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본조사 결과, 신뢰도는 자기탐색 

.712, 직업세계탐색 .804, 진로대안탐색 .81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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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자기탐색 

.576~.604, 직업세계탐색 .605~741, 진로대안탐색 .653~.699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

타났다([부록 3.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 참조).

관찰변인 예비조사(n=168) 본조사(n=385)
자기탐색 .708 .712

직업세계탐색 .791 .804
진로대안탐색 .733 .816

<표 Ⅲ-8> 진로탐색행동 관찰변인별 신뢰도분석 결과

라. 진로경험성찰

이 연구에서 진로경험성찰은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

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적 활동을 의

미한다. 진로경험성찰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측정도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 다중지능

의 하나로서 자기성찰을 접근하고 있어 진로구성이론에서 상정하는 진로경험성찰을 측

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관찰변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기존 자기성찰의 구성요인은 크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인지적인 측면과 조

절, 활용, 반성, 설정 등 맥락에 따라 성찰의 작용적 기능을 다룬 기능적 측면으로 구

분된다(문용린 외, 2003; 권오정, 2008). 이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이론에서 상정한 진

로경험성찰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

는 인지적인 측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의 감정, 능력,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는 

자기인식성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진

로자기조절을 진로경험성찰의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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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진로경험성찰의 관찰변인

자기인식성찰은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

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숙고하는 내적 활동을 

의미한다. 진로자기조절은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있어

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적 활동을 의미

한다. Grant 외(2002)의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안체윤, 오미경(2013)

의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바탕으로 진로탐색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 풀

(Pool)을 구성하였다. 하위 요인별로 7문항으로 작성하여 총 14개의 예비문항을 작성

하였다. 응답 양식은 기존 도구를 참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응

답하도록 한 점을 반영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선택하였으며, 응답 점수의 합이 높을

수록 진로경험성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가집단에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자기인식성찰은 평균 3.25~5.00으로 

자기인식2는 ‘내가 가졌던 생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자기인식7은 1번 문항과 의미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

였다. 자기조절은 평균 4.25~5.00이었으나 자기조절2는 1번 문항과 의미가 중복된다

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다. 대학생 대상 안면타당도 검토를 통해 응답의 어려움 정도

를 확인한 결과, 자기인식성찰은 평균 1.00~1.25이고, 진로자기조절은 평균 1.00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 168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표준편차 등의 문항

분석에서는 기준치에 모두 부합하였으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인식성찰은 

.857이었으나 자기인식1 문항 삭제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인식1

을 삭제하였다. 진로자기조절의 신뢰도는 .859였으며 자기조절5 문항 삭제 시 신뢰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인식

6이 다른 하위요인에 요인적재량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는 모형적합도가 양호하여 자기인식성찰 4문항, 진로자기조절 5문항을 본조사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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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본조사 결과, 신뢰도는 자기인식성찰 .786, 진로자기조절 .825로 높았으

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였고,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자기인

식성찰 .651~.747, 진로자기조절 .583~.806으로 모두 기준치 이상이었다([부록 4. 진

로경험성찰 측정도구 개발] 참조).

관찰변인 예비조사(n=168) 본조사(n=385)
자기인식성찰 .857 .786
진로자기조절 .859 .825

<표 Ⅲ-9> 진로경험성찰 관찰변인별 신뢰도분석 결과

마.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 잠재변인의 관찰변인은 정체성 이론에 따라 몰입의 행동적 특징을 고

려하여 주요 요인을 제시한 김태환(2019)의 연구에 근거하여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으로 설정하였다. 관찰변인별 측정도구는 김태환(2019)

이 개발한 진로선택몰입 도구 중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활용하였다. 진로목표 선택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목표 선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계수는 α=.92로 나타났다. 진로목표 동일시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목표와 

자신의 신념 및 가치와의 일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계수는 α=.86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응답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계수는 α=.85로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에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진로목표 선택은 평균 4.25~4.75로 적

절한 수준이었으나, 진로목표선택1, 6, 7이 창업 등의 다양한 진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로 수정하였다. 진로목표 동일시는 평

균 4.25~4.75였으나, 진로선택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높은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수

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가 선택한 직업~’으로 수정하였다. 진로선택 확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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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은 평균 4.75였다. 대학생 대상 안면타당도 검토를 통해 응답의 어려움 정도를 확

인한 결과, 진로목표선택은 평균 1.00~1.25, 진로목표 동일시는 평균 1.00,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평균 1.00~1.25로 적절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68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표준편차 등의 문항분

석에서는 기준치에 모두 부합하였으며, 신뢰도는 진로목표선택은 .888, 진로목표 동일

시는 .813,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870으로 높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진로목표선택 .546~.852, 

진로목표 동일시는 .602~.821,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623~.837로 적절하게 나타

나 전체 문항을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본조사 결과, 신뢰도는 진로목표선택은 .869, 

진로목표 동일시는 .838,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859로 높았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였고, 요인적재량은 진로목표선택 .49~.822, 진로목표 동

일시는 .624~.767,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618~.778로 나타났다([부록 5. 진로선

택몰입 측정도구 수정] 참조).

관찰변인 예비조사(n=168) 본조사(n=385)
진로 목표 선택 .888 .869

진로 목표 동일시 .813 .838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870 .859

<표 Ⅲ-10> 진로선택몰입 관찰변인별 신뢰도분석 결과

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학별 커리어센터 소속의 협력자를 구하고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온라

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Dillman(2000)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협력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 및 설문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

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간 내에 설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수집은 2020

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하여 183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상치를 제거하고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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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조사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하

여 총 538부가 회수되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학사일정이 조

정되고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학년의 경우 개인의 진로개발이나 대학 차원

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1학

년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회수된 538부 중 1학년 및 이상치를 제거하고 총 385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표집비율
성별 남학생 187 48.6 1:1여학생 198 51.4

학년
2학년 138 35.8

1:1:13학년 126 32.7
4학년 이상 121 31.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01 52.2 1:1자연·공학계열 184 47.8
대학 소재지 수도권 185 48.1 1:1.7비수도권 200 51.9

계 385 100.0 -

<표 Ⅲ-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1.4%(198명), 남학생

이 48.6%(187명)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5.8%(138명), 

3학년 32.7%(126명), 4학년 이상 31.4%(121명) 순이었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인문·

사회계열 52.2%(201명), 자연·공학계열 47.8%(184명)으로 인문·사회계열이 조금 많았

고,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는 비수도권 51.9%(200명), 수도권 48.1%(200명)으로 비수

도권이 조금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설정한 표집 비율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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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과 Mplus 6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에 적

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표 Ⅲ-12>와 같다.

연구문제 분석방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분석

가설 2.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은 서로 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최대우도법

가설 3.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표 Ⅲ-1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구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며, 변수들 사이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해하여 제시하므로 복잡한 변수 간의 관계

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먼저 측정모형을 검토하여 개념측정의 적절

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회귀모형을 검토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먼저, 입력자료를 준비하였다.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s) 값 |3|이상인 케이스를 제거하였으며, Mahalanobis 통계치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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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achnick & Fidell(1996)의 제안에 따라 유의수준을 .001로 설정하여 이상치를 제

거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과 단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은 만족시키기 어렵고 경험적으로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

례수가 확보되면 분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단변량 정규성을 기준으로 판

단하였다. 단변량 정규성 기준은 Curran, West, &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

을 통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고, 요인계수와 잠재변

인간의 상관, 개념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출(AVE)을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

도, 변별타당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자료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에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Harman(1976)의 단일요인 검증 

방법(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분석

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절대 적합도 지수, 

증분 적합도 지수, 간명성 조정 지수 등이 있다.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es)는 표본 공분산행렬의 분산 중 예측 공분산행렬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추정

하여 산출된다.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exes)는 연구 모형이 관찰변수 

사이의 모집단 공분산이 모두 0이라고 가정하는 독립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상대적으

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간명성 조정 지수(parsimony-adjusted index)는 동일

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의 모형이 있을 때 더 단순한 모형에 유리한 값

이 산출된다(Kline, 2010). 배병렬(2017)은 적합도지수는 1) 표본 크기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하며, 2) 모델 간명도를 반영하고, 3) 추정법에 따라 값이 크게 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적합도지수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Hair 외(2006)는 χ2, 

CFI, TLI, SRMR, RMSEA 등을, Hoyle & Panter(1995)는 χ2, GFI, TLI, CFI를, 그

리고 Kline(2016)은 χ2, RMSEA, CFI, SRMR 등을 추천한다. 이 연구에서는 Mplus 

6.0에서 제공하는 χ2, RMSEA, SRMR, CFI, TLI의 5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표 Ⅲ-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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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판단 기준

절대 
적합도 
지수

χ2
Ÿ유일하게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있는 측정치
ŸH0 : 표본행렬=모델예측행렬
Ÿ비유의한 χ2값은 두 행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χ2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p >.05)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평가

SRMR
Ÿ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Ÿ표본자료에 의해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분산/공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며 값이 작을수록 좋음

0에 가까울수록 적합
≤ .10: 양호

증분 
적합도 
지수

TLI
Ÿ Tucker-Lewis Index
Ÿ독립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자유도 당 상대적 개선 
정도를 추정

Ÿ표본크기가 작고(<150), GLS 추정인 경우에는 
이용되지 않음

≥ .90 양호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
CFI

ŸComparative Fit Index
Ÿ독립모델 대 제안모델의 비중심 χ2에 의해 추정된 
적합도 결여의 상대적 감소량을 측정

간명성 
조정 
지수

RMSEA
Ÿ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Ÿ모델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적합도

≤ .05: 매우 적합
≤ .08: 적합

>.10: 적합하지 않음
자료: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재구성.

<표 Ⅲ-13> 적합도지수별 특징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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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검정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의 잠재변인인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

찰 및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IV-1>과 같다. 진로적응자원

의 관찰변인은 진로호기심 3.05, 진로통제 3.04, 진로자신감 3.03, 진로관심 2.82 순

으로, 진로호기심, 진로통제 및 진로자신감은 보통(3.0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

나, 진로관심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구분 응답범위 합계 5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적응자원
진로관심 6-30 16.89 5.184 2.82 .864
진로통제 6-30 18.22 4.969 3.04 .828

진로호기심 6-30 18.27 4.581 3.05 .763
진로자신감 6-30 18.17 4.877 3.03 .813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5-20 15.12 2.649 3.78 .662

진로탐색행동
자기탐색 3-15 9.38 2.096 3.13 .699

직업세계탐색 4-20 12.31 3.104 3.08 .776
진로대안탐색 4-20 10.67 3.412 2.67 .853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4-20 15.42 2.485 3.85 .621
진로자기조절 5-25 19.44 2.937 3.89 .587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6-30 20.63 4.473 3.44 .746

진로목표 동일시 5-25 18.26 3.151 3.65 .630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6-30 21.41 3.811 3.57 .635

<표 Ⅳ-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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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과업 실행의지는 3.78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의 경우에는 자기탐

색 3.13, 직업세계탐색 3.08, 진로대안탐색 2.67 순으로, 자기탐색과 직업세계탐색은 일

부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3.00), 진로대안탐색은 상대적으로 수행 경험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경험성찰의 자기인식성찰은 3.85, 진로자기조절은 3.89로 보통(3.00)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 동일시 3.65,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57, 진로목표 선택 3.44 순으로, 진로목표에 대한 선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변인의 수준

1) 성별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경험성찰의 진로자기조절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

-2> 참조). 진로경험성찰의 진로자기조절은 여학생 3.97, 남학생 3.81로 여성의 진로

자기조절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분 남학생(n=187) 여학생(n=198) t값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적응자원
진로관심 2.83 0.854 2.80 0.875 .391
진로통제 3.04 0.842 3.03 0.817 .137

진로호기심 3.08 0.781 3.01 0.747 .834
진로자신감 3.07 0.856 2.99 0.770 .908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3.72 0.677 3.84 0.644 -1.886

진로탐색행동
자기탐색 3.13 0.749 3.12 0.649 .028

직업세계탐색 3.07 0.796 3.08 0.758 -.173
진로대안탐색 2.73 0.852 2.61 0.851 1.457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3.80 0.634 3.90 0.606 -1.550
진로자기조절 3.81 0.629 3.97 0.536 -2.661**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3.44 0.745 3.44 0.748 .068

진로목표 동일시 3.65 0.635 3.66 0.628 -.131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59 0.606 3.54 0.662 .795

주) *p<.05, **p<.01, ***p<.001

<표 Ⅳ-2>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별 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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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적응자원의 진로호기심, 진로경험성찰의 자기인식성찰과 진로자기조절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Ⅳ-3> 참조). 먼저 진로적응자원의 진로호기심

은 2학년 3.15 3학년 3.05, 4학년 이상 2.91 순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호기

심 수준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

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2학년이 4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진로호

기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경험성찰의 자기인식성찰은 3학년 3.97, 2학

년 3.89, 4학년 이상 3.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자기조절은 2학년 3.99, 3학년 

3.92, 4학년 3.7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기인식성찰과 진로자기조절 모두 2학년과 3학년 

집단이 4학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2학년(a) 
(n=138)

3학년(b)
(n=126)

4학년(c)
(n=121) F값 Scheffe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진로적응 
자원

진로관심 2.86 0.836 2.74 0.853 2.85 0.908 .729 -
진로통제 3.12 0.803 3.00 0.801 2.98 0.881 1.184 -

진로호기심 3.15 0.747 3.05 0.749 2.91 0.783 3.237* a>c
진로자신감 3.09 0.793 3.01 0.820 2.98 0.830 .625 -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3.70 0.674 3.85 0.636 3.80 0.672 1.617

진로탐색 
행동

자기탐색 3.17 0.685 3.14 0.716 3.06 0.697 .818 -
직업세계탐색 3.16 0.794 3.12 0.761 2.94 0.759 2.762 -
진로대안탐색 2.65 0.857 2.60 0.918 2.76 0.775 1.100 -

진로경험 
성찰

자기인식성찰 3.89 0.599 3.97 0.647 3.69 0.591 6.625** a,b>c
진로자기조절 3.99 0.559 3.92 0.604 3.74 0.577 6.320** a,b>c

진로선택 
몰입

진로목표 선택 3.48 0.751 3.33 0.788 3.50 0.686 1.935 -
진로목표 동일시 3.72 0.586 3.67 0.637 3.56 0.664 2.249 -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63 0.612 3.55 0.639 3.52 0.656 1.071 -
주) *p<.05, **p<.01, ***p<.001

<표 Ⅳ-3>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별 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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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 계열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진로적응자원의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 진로선택몰입의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에서 전공 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Ⅳ-4> 참조). 진로적응자원의 진

로관심은 자연·공학계열 2.92, 인문·사회계열 2.72로 자연·공학계열의 진로관심 수준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로호기심 역시 자연·공학계열 3.13, 인문·사회계열 2.97로 

자연·공학계열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선택몰입의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경우에는 자연·공학계열 3.64, 인문·사회계열 3.50으로 자연·공학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분
인문·사회계열

(n=201)
자연·공학계열

(n=18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적응자원
진로관심 2.72 0.854 2.92 0.865 -2.368*
진로통제 2.99 0.837 3.09 0.818 -1.240

진로호기심 2.97 0.750 3.13 0.772 -2.064*
진로자신감 2.98 0.805 3.08 0.820 -1.192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3.76 0.668 3.81 0.657 -.752

진로탐색행동
자기탐색 3.11 0.703 3.14 0.695 -.423

직업세계탐색 3.05 0.784 3.11 0.768 -.711
진로대안탐색 2.66 0.847 2.68 0.862 -.170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3.83 0.610 3.88 0.634 -.678
진로자기조절 3.85 0.562 3.93 0.613 -1.226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3.43 0.789 3.45 0.697 -.339

진로목표 동일시 3.64 0.636 3.66 0.626 -.347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50 0.635 3.64 0.630 -2.069*

주) *p<.05, **p<.01, ***p<.001

<표 Ⅳ-4>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별 차이분석 결과

4) 대학 소재지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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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결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는 진로탐색행동의 직업세

계탐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Ⅳ-5> 참조). 진로탐색행동의 직업세계탐색은 비수

도권 3.16 수도권 2.99 순으로 비수도권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수도권(n=185) 비수도권(n=200) t값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적응자원
진로관심 2.81 0.866 2.83 0.864 -.222
진로통제 3.06 0.852 3.01 0.807 .618

진로호기심 3.04 0.737 3.05 0.789 -.066
진로자신감 3.00 0.804 3.06 0.822 -.695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3.83 0.662 3.74 0.661 1.326

진로탐색행동
자기탐색 3.11 0.679 3.14 0.717 -.470

직업세계탐색 2.99 0.810 3.16 0.736 -2.135*
진로대안탐색 2.64 0.843 2.70 0.864 -.686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3.85 0.587 3.86 0.652 -.200
진로자기조절 3.86 0.571 3.91 0.603 -.874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3.43 0.722 3.45 0.768 -.245

진로목표 동일시 3.68 0.621 3.62 0.639 .954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3.57 0.605 3.57 0.663 .015

주) *p<.05, **p<.01, ***p<.001

<표 Ⅳ-5>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별 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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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과 단변량 정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첨도, 그리

고 단변량 왜도와 단변량 첨도를 확인하였다(<표 IV-6> 참조). 먼저, 다변량 첨도 지수

는 226.480로 유의수준에서 정규성을 기각하여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관찰변인의 단변량 왜도 지수는 -0.468~0.093

으로 기준치인 ┃3.0┃ 이내로 나타났으며, 단변량 첨도 지수는 -0.683~0.639로 기준

치인 ┃8.0~20.0┃ 이내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은 경험적 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규성을 확보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P-Value 지수 P-Value

진로적응 자원
진로관심 0.074 0.5400 -0.539 0.0100
진로통제 -0.165 0.1500 -0.375 0.1300

진로호기심 -0.158 0.2000 -0.338 0.1500
진로자신감 -0.238 0.0600 -0.253 0.3500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0.138 0.2800 -0.132 0.7300

진로탐색 행동
자기탐색 0.039 0.7800 -0.066 0.8800

직업세계탐색 -0.109 0.3200 0.006 0.7200
진로대안탐색 0.093 0.5000 -0.683 0.0000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0.284 0.0300 0.157 0.3900
진로자기조절 -0.058 0.6400 -0.092 0.8500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0.468 0.0000 0.639 0.0200

진로목표 동일시 -0.011 0.8100 -0.395 0.0800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0.115 0.2600 -0.144 0.5900

다변량 정규성 13.930 0.0000 226.480 0.0000

<표 Ⅳ-6> 관찰변인의 단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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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하였다

(<표 IV-7> 참조). 관찰변인의 공차는 0.32~0.831이고, 분산팽창지수는 1.203 

~3.128로 나타나 공차 .10 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하의 기준치를 만족하기에 관찰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진로적응자원
진로관심 .403 2.483
진로통제 .383 2.610

진로호기심 .360 2.780
진로자신감 .320 3.128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831 1.203

진로탐색행동
자기탐색 .601 1.664

직업세계탐색 .535 1.869
진로대안탐색 .566 1.766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461 2.170
진로자기조절 .468 2.135

주) 종속변인: 진로선택몰입

<표 Ⅳ-7>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마.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관찰변인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잠재변인별 관찰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다른 관찰변인과의 상관관계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

을 보였다(<표 Ⅳ-8> 참조). 그러나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 진

로목표 선택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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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진로적응자원
① 진로관심 1
② 진로통제 .625** 1
③ 진로호기심 .666** .691** 1
④ 진로자신감 .653** .741** .734** 1

진로과업 실행의지 ⑤ 진로과업 실행의지 .229** .134** .163** .126* 1

진로탐색행동
⑥ 자기탐색 .428** .397** .419** .431** .157** 1
⑦ 직업세계탐색 .490** .320** .334** .405** .225** .535** 1
⑧ 진로대안탐색 .512** .357** .353** .451** .115* .460** .565** 1

진로경험성찰 ⑨ 자기인식성찰 .284** .284** .323** .229** .342** .324** .271** .142** 1
⑩ 진로자기조절 .238** .232** .285** .229** .351** .305** .273** .098 .709** 1

진로선택몰입
⑪ 진로목표 선택 .410** .300** .285** .294** .087 .313** .326** .328** .248** .231** 1
⑫ 진로목표 동일시 .428** .379** .332** .307** .255** .390** .332** .284** .422** .431** .505** 1
⑬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529** .382** .409** .386** .247** .414** .407** .359** .438** .438** .599** .692** 1

주) *p<.05, **p<.01, ***p<.001

<표 Ⅳ-8> 관찰변인의 상관행렬



- 121 -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설정된 13개의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

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

림 IV-1] 참조).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1) *p<.05, **p<.01, ***p<.001
주2)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단일 지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분석 시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을 직접 
지정함. 이 연구에서는 불편추정치로써의 오차분산을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와 측정오차의 관계를 
이용한 공식인 ‘오차분산=(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을 활용하여 오차분산을 추정함
주3) 계수는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로 표기함 



- 122 -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관찰변인을 통한 잠재변인 측정이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사례 수와 다변량 정규성 가정에 영

향을 많이 받는 χ2검정을 제외하고, SRMR 0.046, TLI 0.936, CFI 0.954, RMSEA 

0.073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Ⅳ-9> 참조).

구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 
적합도 
지수

χ2
χ2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p >.05)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평가
169.816

(df=56, p<.001) -

SRMR 0에 가까울수록 적합
≤ .10: 양호 0.046 양호

증분 
적합도 
지수

TLI ≥ .90 양호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 0.936 양호

CFI ≥ .90 양호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 0.954 양호

간명성 
조정 
지수

RMSEA
≤ .05: 매우 적합

≤ .08: 적합
>.10: 적합하지 않음

0.073 적합

<표 Ⅳ-9> 측정모형의 적합도

나.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모형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측정치를 확인하였다. 먼저, 개념

신뢰도(CR)는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

준은 0.7 이상이며(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출(AVE)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06). 잠재변인의 개념신뢰도는 0.613~0.898로 진로선택몰입이 0.7 기준에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분산추출(AVE)은 0.523~0.824로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

나 개념신뢰도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Ⅳ-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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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진로적응자원 0.898 0.689

진로과업 실행의지 0.796 0.796
진로탐색행동 0.767 0.523
진로경험성찰 0.830 0.709
진로선택몰입 0.613 0.824

<표 Ⅳ-10> 잠재변인의 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적재량을 살펴본 결과, 진로적응자원 관찰변인

의 표준화요인적재량은 0.787~0.868,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0.892, 진로탐색행동은 

0.703~0.759, 진로경험성찰은 0.84~0.844, 진로선택몰입은 0.656~0.898로 모두 기

준치 0.5이상으로 적재량이 높게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

-11> 참조).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C.R.)

진로적응자원
진로관심 1 0.787
진로통제 1.003 0.824 0.058 17.176***

진로호기심 0.94 0.838 0.053 17.77***
진로자신감 1.037 0.868 0.057 18.119***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과업 실행의지 1 0.892

진로탐색행동
자기탐색 1 0.707

직업세계탐색 1.59 0.759 0.133 11.915***
진로대안탐색 1.618 0.703 0.146 11.057***

진로경험성찰 자기인식성찰 1 0.844
진로자기조절 1.177 0.84 0.089 13.28***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1 0.656

진로목표 동일시 0.833 0.776 0.066 12.672***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167 0.898 0.085 13.725***

주) *p<.05, **p<.01, ***p<.001

<표 Ⅳ-1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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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타당도는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별하여 측

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는 0.21~0.666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적응자원, 그리고 진로선

택몰입과 진로탐색행동 잠재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6-.8)(Rea & Parker, 2005)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2> 참조).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적응자원 0.21

진로탐색행동 ↔ 진로적응자원 0.666
진로탐색행동 ↔ 진로과업 실행의지 0.264
진로경험성찰 ↔ 진로적응자원 0.372
진로경험성찰 ↔ 진로과업 실행의지 0.461
진로경험성찰 ↔ 진로탐색행동 0.392
진로선택몰입 ↔ 진로적응자원 0.557
진로선택몰입 ↔ 진로과업 실행의지 0.303
진로선택몰입 ↔ 진로탐색행동 0.611
진로선택몰입 ↔ 진로경험성찰 0.579

<표 Ⅳ-12>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또한, 변별타당도는 AVE 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ϕ2)을 상회하는지의 여

부를 통해 검토하는 데 AVE 값이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ϕ2)보다 클 때 변별

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잠재변인 간 상관제곱과 AVE를 비교해본 결과,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제곱이 AVE 값보다 작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Ⅳ

-13> 참조).

구분 진로적응 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 행동 진로경험 성찰 진로선택 몰입
진로적응자원 0.689

진로과업 실행의지 0.044 0.796
진로탐색행동 0.444 0.070 0.523
진로경험성찰 0.138 0.213 0.154 0.709
진로선택몰입 0.310 0.092 0.373 0.335 0.824

주) AVE값을 밑줄로 표시함

<표 Ⅳ-13> 잠재변인 간 상관제곱 및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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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모형의 동일방법편의 분석

동일방법편의 분석을 위하여 Harman(1976)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13개를 투입하고, 주축 요인 추출 방법으로 1개 요

인을 고정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요인이 전체 변량의 

38.4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인 50.0%보다 낮아 동일방법편의

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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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가. 연구모형의 적합도

측정모형 분석에서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에 따라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

석하였다. χ2검정을 제외하고, SRMR 0.046, TLI 0.936, CFI 0.954, RMSEA 0.073

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구조모형 검증 결과

주1) *p<.05, **p<.01, ***p<.001
주2) 계수는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로 표기함 
주3) χ2=169.816(df=56, p<.001), SRMR=0.046, TLI=0.936, CFI=0.954, RMSEA=0.073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선택몰입’ 경로계수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IV-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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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C.R.)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 실행의지 0.122 0.210 0.035 3.529***
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0.232 0.639 0.025 9.383***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탐색행동 0.081 0.129 0.035 2.302*
진로적응자원 → 진로경험성찰 0.09 0.176 0.042 2.154*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경험성찰 0.335 0.377 0.053 6.291***
진로탐색행동 → 진로경험성찰 0.247 0.175 0.125 1.984*
진로적응자원 → 진로선택몰입 0.139 0.194 0.051 2.74**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선택몰입 0.002 0.001 0.07 0.022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662 0.335 0.161 4.125***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0.526 0.376 0.093 5.669***

주) *p<.05, **p<.01, ***p<.001

<표 Ⅳ-1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잠재변인의 R2값을 통해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였다(<표 IV-15> 참조).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적응자원에 의해 약 

4%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의해 약 46%, 그리고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그리고 진로

탐색행동에 의해 약 31% 설명되었으며,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적응자원,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에 의해 약 53%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R2

진로과업 실행의지 0.044
진로탐색행동 0.460
진로경험성찰 0.308
진로선택몰입 0.530

주) *p<.05, **p<.01, ***p<.001

<표 Ⅳ-15> 잠재변인에 대한 설명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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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 수정 및 최종 구조모형 선정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훼손시키지 않고 모형의 간명도를 개선하기 위한 모형 수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모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유의적인 t값(C.R.)을 검토

하였다. 앞서 구조모형에서 비유의적인 t-값(C.R.)을 갖고 있는 모수는 ‘진로과업 실행

의지 → 진로선택몰입’ 경로였다. 이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보다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

로선택몰입’ 경로 1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

였다(<표 IV-16> 참조). 초기모형과 비교해 볼 때 TLI와 RMSEA가 수정모형에서 소폭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χ2값의 증가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모

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구분 초기모형 수정모형
절대 적합도 

지수
χ2 169.816

(df=56, p<.001)
169.816

(df=57, p<.001)
SRMR 0.046 0.046

증분 적합도 
지수

TLI 0.936 0.938
CFI 0.954 0.954

간명성 조정 
지수 RMSEA 0.073 0.072

<표 Ⅳ-16>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가설 1.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검정을 제외하

고, SRMR 0.046, TLI 0.936, CFI 0.954, RMSEA 0.073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조모형은 연구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고, 구조모형

의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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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간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가. 직접효과 분석

최종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계수

(B), 표준화경로계수(β) 및 t-값(C.R.)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표 IV-17> 참조).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C.R.)

가설 2-1.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 실행의지 0.122 0.210 0.035 3.529***

가설 2-2. 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0.232 0.639 0.025 9.383***

가설 2-3. 진로적응자원 → 
진로경험성찰 0.09 0.176 0.042 2.154*

가설 2-4. 진로적응자원 → 
진로선택몰입 0.139 0.194 0.051 2.74**

가설 2-5.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탐색행동 0.081 0.129 0.035 2.302*

가설 2-6.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경험성찰 0.335 0.377 0.053 6.291***

가설 2-7. 진로과업 실행의지 → 
진로선택몰입 0.002 0.001 0.07 0.022

가설 2-8. 진로탐색행동 → 
진로경험성찰 0.247 0.175 0.125 1.984*

가설 2-9.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662 0.335 0.161 4.125***

가설 2-10.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0.526 0.376 0.093 5.669***

주) *p<.05, **p<.01, ***p<.001

<표 Ⅳ-17> 직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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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대한 진로적응자원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21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이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

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높을수

록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2.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진로적응자원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639이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

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

설 2-2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3.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자기성찰에 대한 진로적응자원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176이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경험성찰에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3

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높을수록 진로경험성찰이 높아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4.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적응자원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194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4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이 높아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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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5.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12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진로

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

하고 가설 2-5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높을수록 진로

탐색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6.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경험성찰에 대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37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진

로경험성찰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

각하고 가설 2-6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높을수록 진

로경험성찰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7.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001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2-7을 기각하

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경험성찰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175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경험성찰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8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경험성찰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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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9.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335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9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10. 대학생의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경험성찰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376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대학생의 진로경험성찰이 진로선택몰입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10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경험성찰이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이 높

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최종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잠재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

핑 방법을 활용하였다(<표 IV-18> 참조).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C.R.)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설 3-1.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실행의지
→ 진로선택몰입

0.000 0.000 0.010 0.019 [-0.021, 0.020]

가설 3-2. 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154 0.214 0.043 3.574*** [0.075, 0.240]

가설 3-3. 진로적응자원 
→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0.047 0.066 0.028 1.717 [0.000, 0.108]

<표 Ⅳ-18>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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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

효과(β)는 .000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매개로 진로선

택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3-1을 

기각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통해 진로선택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C.R.)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설 3-4.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실행의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007 0.009 0.004 1.802 [0.000, 0.015]

가설 3-5.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실행의지
→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0.021 0.030 0.010 2.323* [0.006, 0.044]

가설 3-6. 진로적응자원 
→ 진로탐색행동 
→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0.030 0.042 0.017 1.738 [-0.006, 0.064]

가설 3-7. 진로적응자원 
→ 진로과업실행의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경험성찰
→ 진로선택몰입

0.001 0.002 0.001 1.375 [0.000, 0.003]

주1) p<0.05, **: p<0.01, ***: p<0.001
주2) 부트스트레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으로써, 구간 내에 0이 포함되
지 않으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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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

(β)는 .214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이

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3.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

(β)는 .066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3을 채택하였다. 이

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4.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

입에 미치는 간접효과(β)는 .009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

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

설을 기각하고, 가설 3-4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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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5.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

에 미치는 간접효과(β)는 .030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경험

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

각하고, 가설 3-5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

와 진로경험성찰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6.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β)는 .042이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

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

을 채택하고, 가설 3-6을 기각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

동과 진로경험성찰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7.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매개

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β)는 .002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

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7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

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통해 진로선택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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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모형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진로적응모형에서는 진로적응을 결과로 지칭하고 있기에 진

로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로적응에 대한 연

구는 진로적응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진로적응자원이 적응반응으로 이어지고 적응

반응 내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적응자원

이 진로적응반응 즉,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진로적응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진로적응자원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한 유지

연과 신효정(2019)에 따르면, 적응반응 차원의 변인으로 다뤄지고 있는 강점활용, 경

력계획, 소명실행, 자기주도학습, 진로결정, 진로결정어려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관여행동,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적응모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르지 않고, 진로적응자원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어떠한 변인을 진로적응반응에 해당하는지 

개념을 명확히 고찰하고, 진로적응모형의 정립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들의 인과적 구조 모형을 

설정하여 변인 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허

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

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자기성찰과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탐색행동과 자기성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탐색행동은 자기성찰과 진로선택몰입에, 그리고 자기성찰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

반응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를 비교해 볼 때,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기성찰의 영향력이 컸고, 자기성찰에는 진로

과업 실행의지의 영향이 진로탐색행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적응자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

응반응 변인의 관계, 그리고 진로적응반응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 진로적응의 구조적 관

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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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진로적응자원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적응자

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진로적응자원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Savickas, 2005), 타고난 특질과 달리 변화가 용이하고 교육과 활동 등의 외부세계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되고 축적되는 개인적 자원이다(유지연, 신효정, 2019).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적응자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대학에서의 진로개발이 진로적응자원을 개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원 환경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관련 영향 변인을 고찰한 박은규, 이서

정(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적응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는 셀

프리더십(ES=.681), 성격강점(ES=.668), 진로결정자기효능감(ES=.633), 자아존중감

(ES=.509),행동적 특성 변인으로는 우연대처기술(ES=.731), 자기주도학습(ES=.710), 사

회환경적 특성 변인으로는 사회적지지(ES=.548) 등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스스로의 주도적인 활동이 진로적응자원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저해하는 환경에 따른 영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이론 및 진로적응모형을 고찰하고 그 관점에 따라 관찰변인을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진로구성이론이 기존 진로개발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맞게 재구성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기존 이론과 진로구성이론이 갖는 차별점을 

포착하고 관찰변인을 설정하고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로탐색행동

에서 자기탐색이 직업세계탐색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행

동 수준을 밝힌 김태환(2019), 이현민(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직업세계탐색은 

전반적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대안탐색은 심층적 진로탐색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진로정체감 지위 분석을 위해 진로탐색을 전반적 진로탐색과 심층적 진로탐색으로 구

분하여 살펴본 Porfeli 외(2011), 이보라 외(2014), 유혜승(2016)의 연구에서 전반적 

진로탐색보다 심층적 진로탐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직업세계탐

색 수준이 높고 진로대안탐색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Porfeli 외(2011)의 도구에

서는 “내가 일에서 중요시 하는 모든 측면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이 심층적 진로탐색

에서 자기탐색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탐색만을 

고려해 봤을 때 직업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보다 진로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 

수준이 낮은 것은 학생들이 대학시기 동안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않

고 졸업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충분한 탐색의 부족은 개인과 직업의 미스매치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탐색행동에서 진로대안탐색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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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의 직접효과

1) 진로적응자원의 영향

첫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직접적인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대한 진로적

응자원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21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이는 Hirschi 외(2015)의 연구에서 진로관심이 진로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인지하고 계획하는 진로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β=.47, p<.001)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직업적 역할에 자아개념을 통합하는 과

정에서 예상되는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

원을 개발할수록 자신의 진로 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Savickas(2013)는 진로적응자원 중 진로관심

의 근본적인 기능이 Crites(1965)의 지향(orientation), Harren(1979)의 인식

(awareness) 등과 같은 변인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진로관심은 개인이 자신

의 진로와 관련해 직면해야 하는 과업을 인식하고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진로관심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지 않으면 진로와 

관련한 예상되는 변화나 대처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진로

적응자원 중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Savickas, 2013), 이에 따라 

진로적응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으로의 진입을 위해 진로과업 실행의

지를 높이는 진로적응자원, 특히 진로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진로적응자원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63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Li 외(2015)의 연구에서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고(β=.62, 

p〈.001), 성격 특성과 같은 적응준비가 진로탐색행동을 비롯한 적응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핵심 변인임을 입증한 연구(Hirschi et al., 2015)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직업적 역할에 자아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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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을 개발할수

록 자신과 직업세계, 그리고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

활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구조모형에서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Harren(1979)은 진로관심이 진로개발에 있어 자신의 부족

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로행동으로서 본격적인 진로과업인 진

로탐색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진로관심의 결과가 진로탐색을 이

끈다고 보았다. 진로통제는 Rotter(1966)의 내적 통제 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와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에 따라 진로개발

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록 진로행동 수준이 높아진다. 진로호기심은 형성 가능한 자아 및 진로대안을 생

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도록 가정되며

(Savickas, 2005), 진로자신감은 진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감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에서 가정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에 임하도록 하는 핵심 변인으

로 간주된다. 따라서 진로적응자원의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은 

진로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경험성찰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경험성찰에 대한 진로적응자원의 표

준화경로계수(β)는 .17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정지은

(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β

=.191, p<.001)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직업적 

역할에 자아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

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을 개발할수록 개인이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

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Savickas(2013)는 진로적응자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

호기심, 진로자신감은 각각 계획하기, 의사결정하기, 탐색하기, 문제해결하기와 관련

된 태도 및 신념, 역량, 대처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보

면 진로적응자원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적 특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

각, 감정, 행동에 대해 숙고하는 개인 내적인 인지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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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진로구성이론에서는 진로개발이 직업적 자아개념과 일 역할 사이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상정한다(Savickas, 2002). 이 과정에서 개인은 

변화하는 진로환경에 적응하는 주체자(agent)로서 개인의 의식적이고 주도적인 노력

이 요구되며, 그 시작점에 직업적 자아개념을 명료화하여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주체

적인 개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진로적응자원은 개인을 환경과 거래하는 

주체자로서 진로경험성찰을 촉진하여 진로구성 및 진로적응을 이끄는 핵심적인 변인

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적응자원의 표

준화경로계수(β)는 .19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김영석

과 이상희(2016)의 연구에서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직접효과(β=.32, 

p<.01)와 삶의 의미를 통한 간접효과(β=.42,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진로적응

자원의 진로자신감과 관련하여 김태환(2013)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

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β=.65, p<.001)와 맥락을 같이하

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직업적 역할에 자아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

되는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을 개발할

수록 진로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분야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신의 목표, 가치, 

신념으로 통합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전념하는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2)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영향

첫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진로과업 실

행의지 표준화경로계수(β)는 .12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

는 이론적으로 Super(1974)가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형성되면 진로탐색행동이 이어진

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과 진로의사결정모형에서도 의사결정의 시작 단계는 진

로 결정 과정에 대해 관심 갖기(인식)로 제시되어 온 것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

다(Hirschi & Läge, 2007). 이를 통해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자신과 직업세계, 그리고 진로대

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활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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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진로경험성찰에 직접적인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경험성찰에 대한 진로과업 실

행의지 표준화경로계수(β)는 .37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정지은(2017)의 연구에서 진로개발의 동기변인인 진로포부가 성찰역량을 포함한 

진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β=.249, p<.001)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인 진로경험성찰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

과업 실행의지와 같은 개인 내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 내적

인 실행의지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구조모형 분석에서 해당 경로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미결정은 필요성 인식 부족(Osipow et al, 

1976)과 동기 부족(Gati, Krauze & Osipow, 1996)에 기인한다고 보는 연구와 조현

재(2015)의 연구에서 목표의식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β=-.325, 

p<.001)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진로과업 실행의

지는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기존 연구결과

와 상반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탐색행동과 자기

성찰을 촉진하여 진로선택몰입을 높일 수 있지만,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높다고 반드시 

진로선택몰입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진로탐색행동의 영향

첫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경험성찰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경험성찰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표

준화경로계수(β)는 .17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Kolb(1984)의 경험학습 과정이 1)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 경험, 2) 다양한 관점

에서 경험을 반추하는 성찰적 관찰, 3) 성찰적 관찰을 이론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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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고 원리를 창출하는 추상적 개념화, 4) 학습한 것을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검

증하는 행동적 실험으로, 성찰이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경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론적 배경을 실증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자신과 직

업세계, 그리고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활동을 할수록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

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

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Tiedeman과 O’Hara(1963)에 따르면 진로

탐색행동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자아의 속성을 구분하여 개념화하

도록 함으로써 차별화(differentiation)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이는 진로탐색행동 그 

자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로탐색행동을 바탕으로 진로경험성찰을 통해 개인이 

자신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이 개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표

준화경로계수(β)는 .33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진로

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β=.465, p<.001)는 김태환

(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자신과 직업세계, 그리

고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활동을 할수록 진로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분야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신의 목표, 가치, 신념으로 통합하

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전념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4) 진로경험성찰의 영향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경험성찰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경험성찰의 표준화

경로계수(β)는 .37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Yorke와 

Knight(2004) 고용가능성 개발 모형에서 자기성찰을 포함한 메타인지가 고용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론적 유추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진로 관련 경험에 대

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

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

정할수록 진로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분야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신의 목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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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신념으로 통합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전념한

다고 볼 수 있다. 

다.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첫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매개로 진로선

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모형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선택몰입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았기에 통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근거로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계획행동이론의 행동지향 태도와 지각된 행

동 통제와 관련된 진로적응자원을 기반으로 진로행동을 의도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몰입하도록 하는 진로선택몰입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이론적 유추에 부합하

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진로적응자원이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그 선택

에 동일시와 애착을 느끼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매개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진로선택몰입은 개인의 진로선택에 대

한 동일시와 애착을 갖는 것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개인의 몰입과 같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과업에 대한 실행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적응자원이 진로탐색행

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β)는 .214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지근과 

이기학(2011)의 연구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이 자신 및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앞

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매개효과와는 달리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적응자원이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동일시와 애착을 느끼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결정에서 선택에 대한 몰입과 애착을 갖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이 연구

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변인 중 진로탐색행동의 간접효과는 .21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의 관계에서 진

로탐색행동이 핵심 변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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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적응자원이 진로경험성

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β)는 .066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Dewey(1933)의 성찰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에 대한 가정과 Savickas(2015)의 생애설

계 상담에서 기존 진로탐색 과정에 이루어진 다양한 경험에 대해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활동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선택

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유추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진로적응자원이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동일시와 

애착을 느끼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진로경험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

과업 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진로과업 실행의지와 자기성찰, 그리고 진로과업 실행

의지와 진로탐색행동, 자기성찰로 이어지지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화하는 조건을 다루는 행동(적응반응)을 기꺼이 수행할 의지(적응준

비)와 능력(적응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적응(결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진로적응자원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조건에 대처하는 적응반응이 더 많이 나

타난다(Savickas, Porfeli, 2012)고 보는 진로적응모형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

다. 진로적응반응이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로 일련의 순서적 배열이 가정되고 있

는데, 다중매개효과에 있어서는 진로과업 실행의지를 매개하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적응반응의 순서적 배열에 따라 설정된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진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로적응자원의 진

로에 대한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로과업에 대한 실행의지를 형성하

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근거

로서 자신과 직업세계, 그리고 진로대안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진로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의 관계, 그리고 진로적응반응 변인 

내 순서적 배열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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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인 진로과업 실행의

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과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개발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여 진로적응자원을 외생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생잠재변

인으로는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을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

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경험성찰

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이 연구에서

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4개교, 비

수도권 대학 5개교를 무선으로 군집표집하고 대학별로 60명씩 전공계열, 성별의 비율

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하여 54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실

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활용하였다. 이 중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의 관찰변인 측정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진로적응자원,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 측정도구는 이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97, 진로탐색행동은 

.712~.816, 진로경험성찰은 .786~.825, 진로선택몰입은 .838~.859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조사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총 

538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학사일정이 조

정되고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학년의 경우 개인의 진로개발이나 대학 

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되어 1학년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회수된 538부 중 1학년 및 이상치를 제거하

고 총 385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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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고, Mplus 

6.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은 진로과업 실행의지에 정적인 영향(β=.210),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

향(β=.639),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β=.176),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β

=.194)을 미쳤다. 대학생의 진로과업 실행의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β

=.129), 진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β=.377)을 미쳤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

로경험성찰에 정적인 영향(β=.175),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β=.335)을 미쳤으며,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선택몰입(β=.376)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적

응자원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과업 실행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β=.214),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β=.066)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진로과업실행의지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β=.009), 진로과업실행의

지와 진로경험성찰의 매개효과(β=.030),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

찰의 매개효과(β=.0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인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

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의 인과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진로적응자원은 진로적응반응에 선행하여 진로적응반응 변인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적응반응 변인 내에서도 지향 반응, 탐색 반응, 확립 반응으로 이

어지는 일련의 단계에 따라 변인 간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적응반응 변인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진로적응반응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대학생의 진로적응이 구체적인 진로 행동으로 나타나도

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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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이 진로과업, 직업전환,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인 진로적응자원의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

찰,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아진다. 진로적응자원은 이 연구에서 설정된 진로적응반응 

변인에 모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에서 

진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기규제 변인으로 강조한 진로적응자원의 

기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진로 환경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진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업과 관련된 미래

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를 강화하며, 자아와 미래와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포부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감을 강화하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는 

진로지도 개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이 개인의 진로 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인 진로과업 실행의지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수준이 높아

진다. 여러 진로의사결정모형에서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인

식하고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전제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에서 개인이 주체자로서 자신의 직업적 자아개념을 실

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응한다고 보는 관점을 고려해볼 때 개인 스스로 주어진 과업

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행에 동기부여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아와 환경

의 통합을 위한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높을

수록 진로경험성찰과 진로선택몰입의 수준이 높아진다. 진로개발단계에서 탐색기에 해

당하는 대학생에게 진로탐색행동은 핵심적인 진로과업으로, 이러한 탐색행동은 진로경

험을 성찰하고 진로선택에 몰입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확인하였다. 특히 진로탐색행동의 간접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진로

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의 관계에서 핵심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진로

결정에 대한 몰입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직업세계, 그리고 진로대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인 탐색활동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자기탐색과 직업세계탐색에 비해 진

로대안탐색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개인과 직업의 미스매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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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

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적 활동인 진로경험성찰은 진로적응

반응 변인으로 대학생의 진로적응 과정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갖는다. 진로구성이론에

서는 직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를 위해 성찰의 과정을 강조하여 개입을 설계하는데, 

진로경험성찰이 진로적응반응 변인 내에서 진로탐색 경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여 직

업적 자아개념의 명료화를 이끌어 개인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더욱 몰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진로구성이론에서 중점을 두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과정을 강조하고 개인의 주도적인 진로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진

로행동 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경험성찰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진로적응자원과 진로적응반응 변인들의 관계에서 진로구성이론 및 진로적

응모형에서 가정하는 진로적응반응의 일련의 순서적 배열에 따라 다중매개효과가 있다. 

대학생은 진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로적응자원의 진로에 대한 관심, 통제, 호기

심,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로과업을 인식하고 실행의지를 형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

하게 되며, 진로경험성찰을 통해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진로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진로적응의 확립 반응인 개인의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과 질적 수준

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련의 적응반응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3. 제언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이 개발되고 축적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

감에 따라 진로적응자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진로적응자원은 스스로를 조

절하는 능력으로(Savickas, 2005),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축적되는 개인적 자

원이다(유지연, 신효정,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적응자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대학에서의 진로개발이 진로적응자원을 개발하

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원 환경임을 시사한다. 개인 스스로의 주도적인 활동이 진로적

응자원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에서도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

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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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외에도 진로대안에 대한 탐색을 위한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탐색

행동 수준은 자기탐색 3.13, 직업세계탐색 3.08, 진로대안탐색 2.67 순으로, 자기탐색

과 직업세계탐색은 일부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3.00), 진로대안탐색은 상대적으로 수행 

경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 수준이 낮은 것은 

학생들이 대학시기 동안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않고 졸업을 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충분한 탐색의 부족은 개인과 직업의 미스매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에 관심 분야 현직자와의 만남, 관심있는 직업에서의 일 경험, 관심있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역량 관련 경험 등 진로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목표 선택과 그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진로경험성찰

을 바탕으로 한 개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관찰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진로목표에 대한 선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학생 자신의 직

업적 특성과 현실적인 요인과의 접합점을 찾지 못해 진로선택을 유예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의 영향 변인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진로경험성찰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진로개발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신을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진로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로지도 과정에서 새로운 진로지도 패러다임에서 핵심적인 변인이다. 대학에

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진로경험을 숙고하여 자신만의 의미

를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지도 시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의 진로적응반응 중 어떤 반응 과정에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

할 필요가 있다. Savickas(2002, 2005)는 생애 전반에 걸친 대순환으로서 적응 순환뿐

만 아니라 많은 전환 경험마다 소순환(minicycles)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이 

처해있는 진로 환경과 변화 요구에 따라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의 반응이 반복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진로적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

행동, 진로경험성찰, 진로선택몰입의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여 개인이 직면하고 있거나 

곧 직면할 적응적 요구를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Savickas, 2015).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구성이론 및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이 이론 및 모형에서 상

정한 개념에 입각하여 변인을 선정하고 측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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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ckas 외(2018)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인 적응반응을 측정하거나 특정 적응반응

을 측정해 왔는데, 진로적응모형에서 상정하는 적응반응을 완전히 측정하는 도구는 없

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이론 및 진로적응모형을 고찰하고 그 관

점에 따라 관찰변인을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진로구성이론이 기존 진로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맞게 재구성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기존 이론과 진로구성

이론이 갖는 차별점을 포착하고 관찰변인을 설정하고 도구를 활용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적응자원을 구성하고 있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4개 요인 각각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 4개 요인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

착 또는 퇴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각기 다른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

발 상의 불균형은 무관심, 우유부단함, 비현실성, 억압과 같은 진로 문제를 야기한다

(Savickas,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적응자원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고찰한 대

부분의 실증 연구에서 진로적응자원을 단일 변인으로 설정하여 선행 변인과 결과변인

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로적응자원 개발 상의 불균형과 각 구성요인의 특성이 관련 

변인과의 영향 관계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적응자원은 다차원의 요인

으로, 각 요인에 집중하여 다뤄질 때 진로구성이론과 진로적응모형에서 진로적응자원

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적응반응의 지향, 탐색, 확립, 관리, 분리의 5가지 행동 세트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설정하여 진로적응자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자원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진로적응반

응 중 지향, 탐색, 확립 반응을 중심으로 주요 변인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개

념적으로 진로적응자원은 진로적응반응의 관리와 분리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진로적응반응으로 다양한 변인이 고려될 수 있

기 때문에 새로운 변인과 이들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 과정을 구명하는 심층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연구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1학년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기존과는 

다른 진로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환경에 적응하여 직업적 자아개념과 일 역할 사이

의 반복적인 거래가 일어나 접합점을 찾게 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한다면 예측불가능성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개인의 진로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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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 번안

가. 번역 및 역번역

Different people use different strength to build their careers. No one is good at everything, each of us emphasizes some strengths more than 
others. Please rate how strongly you have developed each of the following abilities using the scale below.
사람마다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데 다른 강점을 활용합니다. 누구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며, 다른 능력에 비해 더 나은 강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 제시된 각각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개발해 왔는지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ate how strongly you have developed each of the following abilities 나는 (아래 제시된 능력)에 대한 개발 정도가
① Not strong, ② Somewhat strong, ③ Strong, ④ Very Strong, ⑤ Strongest
① 강하지 않다, ② 다소 강하다, ③ 강하다, ④ 매우 강하다, ⑤ 가장 강하다

요인 번호 원문 번안 수정사항

진로 
관심

1 (원문) Thinking about what my future will be like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보는 능력 -(역번역) Thinking of what is my future

2
(원문) Realizing that today's choices shape my 

future (1차)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 ‘shape’와 
‘realize’ 강조(역번역) Knowing that today's choice depends on 

my future
(수정)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능력
3 (원문) Preparing for the future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역번역) Preparing my future

4
(원문) Becoming aware of the educational and 

career choices that I must make 내가 해야 할 교육 및 진로 관련 선택에 대해 아는 능력 -(역번역) Knowing about choosing education and 
related course to do

<표 1>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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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호 원문 번안 수정사항
5 (원문) Planning how to achieve my goals (1차)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achive’와 ‘how 

to’ 강조(역번역) Establishing plans to obtain my goal (수정) 나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 계획하는 능력
6 (원문) Concerned about my career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능력 -(역번역) Being interested in my career

진로 
통제

7 (원문) Keeping upbeat (1차)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 ‘upbeat’ 강조(역번역) Maintaining positive attitude (수정)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

8 (원문) Making decisions by myself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역번역) Making a decision for myself

9 (원문) Taking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능력 -(역번역) Being responsible for my action

10 (원문) Sticking up for my beliefs (1차) 나의 신념을 지키는 능력 ‘stick up’강조(역번역) Keeping my belief (수정) 나의 신념을 고수하는 능력

11 (원문) Counting on myself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 -(역번역) Believing in myself

12 (원문) Doing what's right for me 나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능력 -(역번역) Doing the right things for me
진로 

호기심 13 (원문) Exploring my surroundings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 -(역번역) Exploring environment arou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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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호 원문 번안 수정사항

14
(원문)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grow as a 

person (1차)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 ‘as a person’ 
강조(역번역) Finding an opportunity to grow individually (수정) 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

15
(원문) Investigating options before making a choice (1차) 선택 전에 여러 대안을 살펴보는 능력 ‘investigat’, 

‘option’ 강조(역번역) Looking at different alternatives before 
making a choice (수정) 선택 전에 여러 옵션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능력

16 (원문) Observing different ways of doing things (1차) 일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보는 능력 ‘observe’, ‘doing 
thing’ 강조(역번역) Considering different ways to work (수정) 무언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능력

17 (원문) Probing deeply into questions I have (1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능력 ‘question’ 강조(역번역) Exploring deeply problems that I have (수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능력
18

(원문) Becoming curious about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능력 -(역번역) Having curiosity about new opportunity

진로 
자신감

19 (원문) Performing tasks efficiently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역번역) Performing duties efficiently
20 (원문) Taking care to do things well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역번역) Dealing with job well
21 (원문) Learning new skills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 -(역번역) Learning about new technology
22 (원문) Working up to my ability (1차)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는 능력 ‘work up’ 강조(역번역) Showing competency that I have (수정) 내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
23 (원문) Overcoming obstacles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 -(역번역) Overcoming difficulties
24 (원문)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역번역) Solv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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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수정사항

진로 
관심

1.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보는 능
력 5 5 5 5 5 5.00 -

2.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능력 5 5 5 5 4 4.80 -

3.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5 5 5 5 5 5.00 -
4. 내가 해야 할 교육 및 진로 관련 선

택에 대해 아는 능력
→ (수정) 내가 해야 하는 진로나 교육 

관련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5 4 5 5 4 4.60 ‘내가 해야 할 

교육’이 어색함

5. 나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 계획
하는 능력 5 5 5 5 5 5.00 -

6.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능력
→ (수정) 나의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능력
4 4 5 5 5 4.60

관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진로 
통제

1.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4 5 5 5 5 4.80 -
2.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5 5 5 5 5 5.00 -
3.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능력 5 5 5 5 5 5.00 -
4. 나의 신념을 고수하는 능력 5 5 5 5 5 5.00 -
5.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 5 5 5 5 5 5.00 -
6. 나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능력
→ (수정) 나에게 적합한 것을 하는 

능력
5 4 5 5 5 4.80

‘일’을 ‘work’로 볼 
수 있어 다소 

어색함

진로 
호기심

1.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 5 5 5 5 5 5.00 -
2. 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
→ (수정)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
5 5 5 5 4 4.80 ‘주체적’ 추가

3. 선택 전에 여러 옵션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능력 5 5 5 5 5 5.00 -

4. 무언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능력 5 5 5 5 5 5.00 -

5.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능력 5 5 5 5 5 5.00 -

6.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능력 5 5 5 5 5 5.00 -

진로 1.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5 4 5 5 5 4.80 ‘task’를 일로 

<표 2>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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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면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수정사항

자신감

→ (수정)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번안하여 다소 
어색함

2.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4 4 5 5 5 4.60 -
3.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 5 5 5 5 5 5.00 -
4. 내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 5 5 5 5 5 5.00 -
5.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 5 5 5 5 5 5.00 -
6.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5 5 5 5 5 5.00 -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의견

진로 
관심

1.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보는 능력 1 1 1 3 1.50 -
2.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능력
→ (수정)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능력
1 4 3 4 3.00 ‘확실히 때문에 

여러번 고민함

3.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1 1 2 2 1.50 -
4. 내가 해야 하는 진로나 교육 관련 선

택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1 1 1 2 1.25 -
5. 나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 계획하

는 능력 1 1 1 3 1.50 -
6. 나의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능력 1 1 1 1 1.00 -

진로 
통제

1.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1 1 1 1 1.00 -
2.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1 1 1 1 1.00 -
3.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능력 1 1 1 1 1.00
4. 나의 신념을 고수하는 능력 1 1 1 2 1.25 -
5.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 1 1 1 2 1.25 -
6. 나에게 적합한 것을 하는 능력 1 1 4 2 2.00 ‘적합한 것’이 

포괄적

진로 
호기심

1.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 1 1 3 1 1.50 -
2.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 1 1 2 2 1.50 -
3. 선택 전에 여러 옵션을 꼼꼼히 1 1 1 1 1.00 -

<표 3>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 안면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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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조사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
전체 하위① 하위② 하위③ 하위④

관심 1 2.85 1.061 .010 -.595 .541** .729** .351** .398** .396**
관심 2 2.83 1.093 .086 -.741 .643** .776** .448** .454** .546**
관심 3 2.53 0.991 .235 -.591 .740** .825** .542** .584** .615**
관심 4 2.83 1.137 .048 -.745 .680** .843** .443** .566** .509**
관심 5 2.83 1.044 -.127 -.766 .762** .817** .555** .623** .649**
관심 6 3.15 1.048 -.302 -.433 .658** .763** .530** .551** .439**
통제 1 2.82 1.130 -.134 -.833 .511** .228** .718** .356** .462**
통제 2 2.99 1.108 -.068 -.679 .718** .515** .799** .522** .648**
통제 3 3.26 1.028 -.210 -.464 .677** .519** .723** .545** .561**
통제 4 3.11 1.05 6 .124 -.730 .716** .560** .779** .566** .576**
통제 5 2.88 1.249 .034 -.991 .679** .423** .817** .509** .599**
통제 6 2.95 1.005 -.035 -.294 .763** .583** .811** .573** .674**

호기심 1 3.01 0.979 -.218 -.583 .692** .589** .511** .766** .551**
호기심 2 2.84 1.091 -.124 -.795 .791** .652** .702** .727** .670**

<표 4>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예비조사) 문항분석 결과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의견
비교해보는 능력

4. 무언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능력 1 1 2 3 1.75 -

5.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능력 1 1 1 3 1.50 -

6.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능력 1 1 2 2 1.50 -

진로 
자신감

1.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1 1 1 2 1.25 -

2.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1 1 2 2 1.50 -
3.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 1 1 1 2 1.25 -
4. 내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 1 1 3 1 1.50 ‘역량’에 대해 
고민함

5.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 1 1 1 1 1.00 -
6.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1 1 1 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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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
전체 하위① 하위② 하위③ 하위④

호기심 3 3.36 1.091 -.176 -.710 .539** .400** .364** .711** .419**
호기심 4 3.18 1.065 -.195 -.538 .604** .405** .455** .755** .504**
호기심 5 2.99 1.027 .024 -.595 .558** .466** .410** .693** .388**
호기심 6 3.10 1.068 -.162 -.468 .582** .417** .435** .732** .457**
자신감 1 2.96 1.085 -.030 -.791 .717** .502** .595** .588** .799**
자신감 2 3.14 1.026 -.077 -.510 .716** .516** .597** .531** .832**
자신감 3 3.04 1.046 .043 -.380 .702** .578** .516** .562** .778**
자신감 4 2.89 0.991 -.119 -.338 .779** .570** .674** .593** .857**
자신감 5 2.77 1.078 .098 -.503 .716** .521** .674** .486** .792**
자신감 6 3.04 0.987 -.198 -.318 .790** .580** .670** .610** .875**

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관심 1

0.881

.604 .874 -
관심 2 .664 .865 -
관심 3 .744 .852 -
관심 4 .754 .849 -
관심 5 .727 .854 -
관심 6 .651 .867 -
통제 1

.865

.581 .857 -
통제 2 .695 .836 -
통제 3 .603 .852 -
통제 4 .674 .840 -
통제 5 .704 .835 -
통제 6 .723 .833 -

호기심 1

.824

.653 .785 -
호기심 2 .581 .799 -
호기심 3 .559 .803 -
호기심 4 .624 .789 -
호기심 5 .546 .806 -
호기심 6 .592 .796 -
자신감 1 .903 .698 .891 -
자신감 2 .751 .883 -

<표 5>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예비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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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자신감 3 .674 .895 -
자신감 4 .790 .878 -
자신감 5 .689 .893 -
자신감 6 .816 .874 -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성
관심 1 .286 .651 .319 -.244 .427
관심 2 .332 .734 .399 -.431 .575
관심 3 .481 .785 .511 -.423 .645
관심 4 .368 .814 .536 -.251 .678
관심 5 .512 .772 .570 -.418 .643
관심 6 .483 .699 .538 -.101 .587
통제 1 .681 .184 .329 -.275 .491
통제 2 .704 .483 .482 -.457 .548
통제 3 .574 .506 .521 -.384 .433
통제 4 .654 .553 .540 -.338 .517
통제 5 .830 .387 .452 -.323 .689
통제 6 .777 .585 .502 -.403 .666

호기심 1 .463 .599 .650 -.342 .509
호기심 2 .688 .656 .576 -.429 .628
호기심 3 .325 .375 .642 -.248 .416
호기심 4 .388 .367 .767 -.303 .601
호기심 5 .406 .453 .581 -.108 .389
호기심 6 .410 .391 .673 -.200 .457
자신감 1 .581 .466 .597 -.604 .577
자신감 2 .568 .487 .516 -.706 .626
자신감 3 .452 .567 .565 -.610 .562
자신감 4 .682 .556 .533 -.675 .687
자신감 5 .684 .502 .413 -.645 .641
자신감 6 .642 .563 .578 -.739 .736
고유값 11.209 1.775 1.359 1.13 -

설명변량(%) 46.706 7.395 5.663 4.708 -
누적변량(%) 46.706 54.101 59.764 64.471 -

<표 6>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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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2 SRMR TLI CFI RMSEA
24 문항 전체 478.020

(df=246, p<.001) 0.058 0.891 0.903 0.075

<표 7>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관심 1 1 0.62
관심 2 1.176 0.708 0.155 7.608***
관심 3 1.221 0.811 0.174 7.015***
관심 4 1.378 0.797 0.194 7.107***
관심 5 1.291 0.814 0.19 6.81***
관심 6 1.12 0.703 0.185 6.044***
통제 1 1 0.589
통제 2 1.26 0.757 0.167 7.562***
통제 3 1.052 0.681 0.162 6.512***
통제 4 1.171 0.739 0.164 7.135***
통제 5 1.4 0.746 0.157 8.916***
통제 6 1.217 0.806 0.153 7.961***

호기심 1 1 0.736
호기심 2 1.203 0.794 0.113 10.661***
호기심 3 0.87 0.574 0.095 9.117***
호기심 4 0.911 0.617 0.125 7.308***
호기심 5 0.819 0.574 0.112 7.31***
호기심 6 0.873 0.589 0.136 6.435***
자신감 1 1 0.741
자신감 2 0.99 0.776 0.067 14.77***
자신감 3 0.933 0.717 0.078 11.886***
자신감 4 1.032 0.837 0.081 12.666***
자신감 5 1.031 0.769 0.115 8.997***
자신감 6 1.055 0.859 0.091 11.612***

주) *p<.05, **p<.01, ***p<.001

<표 8>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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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조사 결과

관찰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진로관심 .886
진로통제 .865

진로호기심 .838
진로자신감 .896

<표 9>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본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관심 1 1 0.69
관심 2 1.021 0.708 0.079 12.911***
관심 3 1.226 0.848 0.081 15.187***
관심 4 1.158 0.774 0.083 14.034***
관심 5 1.269 0.837 0.085 14.846***
관심 6 1.075 0.741 0.08 13.434***
통제 1 1 0.567
통제 2 1.178 0.743 0.109 10.845***
통제 3 1.051 0.685 0.103 10.234***
통제 4 1.07 0.719 0.101 10.648***
통제 5 1.452 0.816 0.126 11.555***
통제 6 1.175 0.794 0.104 11.259***

호기심 1 1 0.711
호기심 2 1.12 0.747 0.081 13.805***
호기심 3 0.94 0.595 0.086 10.874***
호기심 4 1.074 0.7 0.085 12.654***
호기심 5 0.979 0.645 0.084 11.68***
호기심 6 1.025 0.674 0.084 12.168***
자신감 1 1 0.727
자신감 2 1.025 0.759 0.069 14.833***
자신감 3 0.966 0.721 0.07 13.888***
자신감 4 0.993 0.812 0.064 15.631***
자신감 5 1.016 0.753 0.071 14.25***
자신감 6 1.062 0.852 0.065 16.373***

주 1) χ2=538.955(df=246, p<.001), SRMR=0.039, TLI=0.939, CFI=0.946, RMSEA=0.056
주 2) *p<.05, **p<.01, ***p<.001

<표 10> 진로적응자원 측정도구(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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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 개발

가. 문항 개발

번호 문항 개발 
출처 수정*

1 나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2 나의 진로를 위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고자 노력할 것이다. ⓑ ●
3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 ●
4 어떤 진로가 나에게 적합한지 알기 위해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 ●
5 현재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 ●
6 나의 진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 ●
7 나의 진로를 위해 단계별 계획에 따라 노력할 의사가 있다. ⓐ ●

출처: ⓐ 이형국(2014), ⓑ 조규형(2018), ⓒ Betz와 Voyten(1997)
주: * ●: 연구자가 기존 도구의 문항을 수정함, ○: 기존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함

<표 1>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 문항 개발

나. 내용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검토의견

진로
과업
실행
의지

1. 나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4 5 4 4 4.20 -

2. 나의 진로를 위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고자 노력할 것이다. 4 5 5 4 4 4.40 -

3.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4 4 5 4 5 4.40 -

4. 어떤 진로가 나에게 적합한지 알기 위해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4 4 5 5 5 4.60 -

5. 현재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4 4 5 4 4 4.20 -

6. 나의 진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 (수정) 나의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4 4 5 4 3 4.00
‘구체적으로’라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해석됨

<표 2>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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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면타당도 검증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의견

진로
과업
실행
의지

1. 나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삭제)
1 4 2 4 2.75 어떠한 노력인지 

애매함
2. 나의 진로를 위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고자 노력할 것이다. 1 1 1 1 1.00 -
3.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1 1 1 1 1.00 -
4. 어떤 진로가 나에게 적합한지 알기 

위해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1 1 1 1 1.00 -
5. 현재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1 1 1 1 1.00 -
6. 나의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 (수정) 나의 진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1 4 1 1 1.75 문항 해석이 
어려움

<표 3>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 안면타당도 검토 결과

라. 예비조사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
전체 하위① 하위②

실행의지 2 4.10 .821 -.442 -.712 .735** .592** .720**
실행의지 3 3.81 .902 -.505 .034 .670** .421** .768**
실행의지 4 3.78 .878 -.197 -.723 .578** .317** .705**
실행의지 5 3.83 .875 -.197 -.784 .652** .412** .744**
실행의지 6 3.82 .850 -.537 .131 .636** .367** .759**

<표 4>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예비조사) 문항분석 결과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검토의견
7. 나의 진로를 위해 단계별 계획에 따라 

노력할 의사가 있다.
→ (삭제)

4 3 5 4 3 3.80
계획이 없이 

노력하는 경우 등 
응답하기 애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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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실행의지 2

.835

.485 .839 삭제
실행의지 3 .666 .796 -
실행의지 4 .576 .815 -
실행의지 5 .607 .808 -
실행의지 6 .618 .806 -

<표 5>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예비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요인1 공통성
실행의지 3 .837 .700
실행의지 4 .755 .570
실행의지 5 .749 .562
실행의지 6 .806 .650

고유값 2.482 -
설명변량(%) 62.062 -
누적변량(%) 62.062 -

<표 6>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마. 본조사 결과

관찰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진로과업 실행의지 .797

<표 7>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본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실행의지 3 1 0.74
실행의지 4 0.94 0.654 0.071 13.262***
실행의지 5 0.878 0.669 0.07 12.618***
실행의지 6 0.907 0.71 0.067 13.566***

주 1) χ2=96.605(df=19, p<.001), SRMR=0.048, TLI=0.912, CFI=0.940, RMSEA=0.089
주 2) *p<.05, **p<.01, ***p<.001

<표 8> 진로과업 실행의지 측정도구(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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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

가. 문항 개발

(1) 자기탐색

번호 문항 개발 
출처 수정*

1 나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나 상담받기 ⓑ ●
2 나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
3 내가 좋아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나열해보기 ⓓ ●
4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 ○
5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기 ⓑ ●
6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 어보기 ⓑ ○
7 꿈을 이룬 내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기 ⓓ ●

출처: ⓐ Stumpf, 외(1983), ⓑ 최동선(2003), ⓒ Porfeli 외(2011), ⓓ 최윤경, 김성회(2012)
주: * ●: 연구자가 기존 도구의 문항을 수정함, ○: 기존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함

<표 1>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자기탐색) 문항 개발

(2) 직업세계탐색

번호 문항
개발 

출처 수정 *
1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 ●
2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 시청하기 ⓑ ●
3 직업세계에 대한 동향과 일반적인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 ●
4 전공별 진출 분야에 관한 자료집을 살펴보기 ⓑ ●
5 학교 선배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 ●
6 미래의 유망직종을 찾아보기 ⓔ ○
7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 찾아보기 ⓑ ●

출처: ⓐ Stumpf, 외(1983), ⓑ 최동선(2003), ⓒ Porfeli 외(2011), ⓓ COX(2008), 
      ⓔ 최윤경, 김성회(2012)
주: * ●: 연구자가 기존 도구의 문항을 수정함, ○: 기존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함

<표 2>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직업세계탐색) 문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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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대안탐색

번호 문항 개발 
출처 수정*

1 관심있는 직업의 특징에 대해 상담사 또는 멘토와 논의해보기 ⓐ ●
2 관심있는 직업의 전문역량을 다루는 경진대회나 공모전에 참여해보기 ⓒ ●
3 관심있는 직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과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 ●
4 관심있는 직업의 채용 조건과 나의 역량 수준을 비교해보기 ⓒ ●
5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업무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 ●
6 관심있는 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에 참여하기 ⓐ ●
7 관심있는 직업 관련 취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기 ⓒ ●

출처: ⓐ Savickas 외(2018), ⓑ Porfeli 외(2011), ⓒ 최윤경, 김성회(2012)
주: * ●: 연구자가 기존 도구의 문항을 수정함, ○: 기존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함

<표 3>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진로대안탐색) 문항 개발

나. 내용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검토의견

자기 
탐색

1. 나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나 상담받기

→ (수정) 심리검사를 통해 나의 흥미, 
적성,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기

4 4 5 5 5 4.60 다른 문항과 
동일하게 

방법적인 측면이 
먼저 나오고 나에 

대한 탐색이 
서술어로 오도록 

수정

2. 나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수정) 세미나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을 파악하기

3 4 5 4 5 4.20

3. 내가 좋아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나열해보기 4 5 2 5 5 4.20 -

4.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4 5 5 5 3 4.40 -

5.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기 4 5 2 5 5 4.20 -

6.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4 5 5 5 5 4.80 -

7. 꿈을 이룬 내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기

→ (삭제)
4 5 2 5 3 3.80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호함

<표 4>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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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검토의견

직업 
세계 
탐색

1.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4 5 4 4 5 4.40 -

2.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 시청하기 4 5 5 4 5 4.60 -

3. 직업세계에 대한 동향과 일반적인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 (수정) 직업세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4 5 2 3 5 3.80
‘일반적인 취업 
기회’의 의미가 

불명확함
4. 전공별 진출 분야에 관한 자료집을 

살펴보기 4 5 4 5 5 4.60 -
5. 학교 선배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4 5 4 5 5 4.60 -
6. 미래의 유망직종을 찾아보기 4 3 5 5 5 4.40 -
7.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 

찾아보기 4 5 5 3 5 4.40 -

진로 
대안 
탐색

1. 관심있는 직업의 특징에 대해 
상담사 또는 멘토와 논의해보기

→ (삭제)
4 3 5 3 4 3.80 직업세계탐색 

문항으로 보임
2. 관심있는 직업의 전문역량을 다루는 

경진대회나 공모전에 참여해보기 4 5 5 3 5 4.40 -
3. 관심있는 직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과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4 5 5 5 5 4.80 -

4. 관심있는 직업의 채용 조건과 나의 
역량 수준을 비교해보기

→ (수정) 관심있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나의 역량 수준을 
비교해보기

3 3 5 4 4 3.80 취업을 전제로 한 
문항임

5.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업무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4 5 4 4 5 4.40 -

6. 관심있는 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에 참여하기 4 5 4 5 5 4.60 -

7. 관심있는 직업 관련 취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기

→ (수정) 관심있는 직업 관련 
취·창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기

4 3 5 5 5 4.40 창업 등의 진로를 
포괄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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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면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의견

자기 
탐색

1. 심리검사를 통해 나의 흥미, 적성,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1 1 1 1.00 -

2. 세미나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을 파악하기 1 1 1 1 1.00 -

3. 내가 좋아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나열해보기 1 1 1 1 1.00 -

4.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1 1 1 1 1.00 -

5.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기

→ (삭제)
1 1 4 3 2.25 ‘삶의 모습’이 

모호함
6.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1 1 1 1 1.00 -

직업 
세계 
탐색

1.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1 1 1 2 1.25 -

2.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 시청하기 1 1 1 3 1.50 -

3. 직업세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1 1 1 2 1.25 -

4. 전공별 진출 분야에 관한 자료집을 
살펴보기 1 1 1 1 1.00 -

5. 학교 선배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1 1 1 1 1.00 -

6. 미래의 유망직종을 찾아보기 1 1 1 1 1.00 -
7.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 

찾아보기 1 1 1 1 1.00 -

진로 
대안 
탐색

2. 관심있는 직업의 전문역량을 다루는 
경진대회나 공모전에 참여해보기 1 1 1 2 1.25 -

3. 관심있는 직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과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1 1 1 2 1.25 -
4. 관심있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나의 역량 수준을 
비교해보기

→ (삭제)
1 1 3 4 2.25

‘역량 수준’을 
비교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움

5.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업무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1 1 1 1 1.00 -

<표 5>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안면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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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조사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
전체 하위① 하위② 하위③

자신 1 3.60 .827 .218 -.666 .333** .568** .187* .125
자신 2 2.88 1.014 .277 -.504 .557** .617** .448** .368**
자신 3 3.35 .960 -.003 -.499 .508** .656** .398** .268**
자신 4 3.38 .900 -.167 -.451 .588** .758** .396** .369**
자신 6 3.17 1.083 -.149 -.642 .563** .644** .400** .402**

직업세계 1 3.22 .944 -.195 -.295 .590** .491** .675** .348**
직업세계 2 2.98 1.026 .115 -.451 .597** .440** .732** .357**
직업세계 3 3.06 1.019 -.052 -.542 .661** .438** .765** .477**
직업세계 4 3.14 1.049 -.152 -.524 .652** .367** .754** .525**
직업세계 5 3.09 1.002 -.217 -.580 .526** .368** .531** .433**
직업세계 6 3.34 .874 -.014 -.265 .499** .294** .608** .362**
직업세계 7 3.19 .909 .097 -.136 .549** .282** .585** .509**
진로대안 2 2.36 1.075 .375 -.672 .531** .263** .397** .652**
진로대안 3 3.51 .991 -.351 -.080 .546** .428** .356** .584**
진로대안 5 2.81 1.121 .048 -.703 .626** .356** .488** .712**
진로대안 6 2.58 1.216 .279 -.919 .662** .373** .522** .749**
진로대안 7 2.60 1.027 .294 -.613 .581** .272** .486** .680**

<표 6>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예비조사) 문항분석 결과

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자신 1

.708

.425 .676 -
자신 2 .454 .665 -
자신 3 .502 .645 -
자신 4 .572 .618 -
자신 6 .396 .694 -

<표 7>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예비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의견
6. 관심있는 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에 참여하기 1 1 1 1 1.00 -
7. 관심있는 직업 관련 취·창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기 1 1 1 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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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자신 1 .081 -.072 .673 .465
자신 2 .419 .212 .424 .400
자신 3 .222 .028 .731 .585
자신 4 .091 .259 .758 .650
자신 6 -.007 .522 .491 .514

직업세계 1 .521 .119 .482 .518
직업세계 2 .756 .090 .271 .653
직업세계 3 .788 .237 .126 .693
직업세계 4 .734 .330 .039 .649
직업세계 6 .404 .310 .144 .280
직업세계 7 .372 .470 .076 .365
진로대안 2 .218 .654 .010 .475
진로대안 5 .066 .791 .179 .662
진로대안 6 .316 .671 .095 .559
진로대안 7 .415 .567 -.058 .497

고유값 5.165 1.656 1.147 -
설명변량(%) 34.435 11.039 7.644 -
누적변량(%) 34.435 45.474 53.118 -

<표 8>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직업세계 1

.791

.535 .761 -
직업세계 2 .596 .749 -
직업세계 3 .643 .739 -
직업세계 4 .623 .743 -
직업세계 5 .345 .797 삭제
직업세계 6 .464 .774 -
직업세계 7 .430 .780 -
진로대안 2

.733

.461 .699 -
진로대안 3 .342 .739 삭제
진로대안 5 .566 .658 -
진로대안 6 .577 .652 -
진로대안 7 .529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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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2 SRMR TLI CFI RMSEA
15문항 전체 154.261

(df=87, p<.001) 0.067 0.885 0.905 0.068
2문항 삭제 128.121

(df=62, p<.001) 0.067  0.871 0.898 0.080
3문항 삭제 106.202

(df=51, p<.001) 0.066 0.879 0.907 0.080
4문항 삭제 93.815

(df=41, p<.001) 0.066 0.874 0.906 0.088

<표 9>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자신 2 1 0.576
자신 3 1.112 0.675 0.231 4.82***
자신 4 1.069 0.693 0.222 4.822***

직업세계 1 1 0.612
직업세계 2 1.291 0.727 0.178 7.237***
직업세계 3 1.341 0.761 0.19 7.055***
직업세계 4 1.326 0.731 0.192 6.895***
진로대안 2 1 0.592
진로대안 5 1.087 0.617 0.184 5.904***
진로대안 6 1.377 0.72 0.217 6.333***
진로대안 7 1.043 0.646 0.171 6.088***

주) *p<.05, **p<.01, ***p<.001

<표 10>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결과

마. 본조사 결과

관찰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자신에 대한 탐색 행동 .712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 행동 .804
진로 대안에 대한 탐색 행동 .816

<표 11>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본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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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자신 2 1 0.576
자신 3 1.044 0.604 0.153 6.807***
자신 4 0.972 0.601 0.146 6.658***

직업세계 1 1 0.605
직업세계 2 1.19 0.663 0.117 10.183***
직업세계 3 1.282 0.736 0.125 10.294***
직업세계 4 1.33 0.741 0.129 10.301***
진로대안 2 1 0.672
진로대안 5 0.928 0.653 0.091 10.154***
진로대안 6 1.048 0.657 0.101 10.337***
진로대안 7 0.97 0.699 0.087 11.176***

주 1) χ2=136.138(df=41, p<.001), SRMR=0.048, TLI=0.900, CFI=0.925, RMSEA=0.078
주 2) *p<.05, **p<.01, ***p<.001

<표 12>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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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 개발

가. 문항 개발

(1) 자기인식성찰

번호 문항
(나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며~)

개발 
출처 수정*

1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 ●
2 내가 가졌던 생각에 대해 다시 되짚어본다. ⓐ ●
3 내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 ●
4 왜 그러한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
5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재평가한다. ⓑ ●
6 내가 느꼈던 감정을 더 이해해보려 한다. ⓑ ●
7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짚어본다. ⓒ ●

출처: ⓐ Grant 외(2002), ⓑ Peltier, Hay & Drago(2005), ⓒ Trapnell&Campbell(1999)
주: * ●: 연구자가 기존 도구의 문항을 수정함, ○: 기존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함

<표 1>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자기인식성찰) 문항 개발

(2) 진로자기조절

번호 문항
(나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며~)

개발 
출처 수정*

1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 ○
2 나의 행동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 ○
3 마음가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 ●
4 내가 평소에 고집하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 ●
5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짚어본다. ⓐ ●
6 내가 했던 행동이 적절했는지 점검해본다.  ⓑ ●
7 다음에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본다. ⓐ ○

출처: ⓐ Peltier, Hay & Drago(2005), ⓑ 안채윤, 오미경(2013)
주: * ●: 연구자가 기존 도구의 문항을 수정함, ○: 기존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함

<표 2>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진로자기조절) 문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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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검토의견

자기
인식 
성찰

1.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4 - 5 5 5 4.75 -

2. 내가 가졌던 생각에 대해 다시 
되짚어본다.

→ (삭제)
5 - 4 2 2 3.25

‘내가 가졌던 
생각’ 표현이 

어색함
3. 내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5 - 5 5 5 5.00 -
4. 왜 그러한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 2 5 5 4.00 -
5.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재평가한다. 5 - 5 5 5 5.00 -
6. 내가 느꼈던 감정을 더 이해해보려 

한다. 4 - 2 5 5 4.00 -
7.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짚어본다.
→ (삭제) 4 - 5 5 5 4.75 1번 문항 중복

진로
자기
조절

1.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5 - 2 5 5 4.25

2. 나의 행동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 (삭제)
5 - 2 5 5 4.25 1번 문항 중복

3. 마음가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5 - 5 5 5 5.00 -

4. 내가 평소에 고집하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4 - 5 5 5 4.75 -

5.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짚어본다. 4 - 5 5 5 4.75 -

6. 내가 했던 행동이 적절했는지 
점검해본다.  4 - 4 5 5 4.50 -

7. 다음에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본다. 5 - 4 5 5 4.75 -

<표 3>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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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면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의견

자기
인식
성찰

2. 나에게 들었던 생각에 대해 다시 
되짚어본다. 1 1 1 2 1.25 -

3. 내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1 1 1 1 1.00 -

4. 왜 그러한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1 1 1 1.00 -

5.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재평가한다. 1 1 2 1 1.25 -

6. 내가 느꼈던 감정을 더 이해해보려 
한다. 1 1 1 1 1.00 -

진로
자기
조절

1.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1 1 1 1 1.00 -

3. 마음가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1 1 1 1 1.00 -

4. 내가 평소에 고집하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1 1 1 1 1.00 -

5.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짚어본다. 1 1 1 1 1.00 -

6. 내가 했던 행동이 적절했는지 
점검해본다.  1 1 1 1 1.00 -

7. 다음에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본다. 1 1 1 1 1.00 -

<표 4>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 안면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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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조사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
전체 하위① 하위②

자기인식 1 3.95 .686 -.383 .351 .654** .711** .519**
자기인식 3 3.88 .798 -.486 -.016 .712** .783** .558**
자기인식 4 3.88 .832 -.467 -.219 .718** .788** .564**
자기인식 5 3.88 .842 -.368 -.439 .642** .679** .529**
자기인식 6 3.90 .849 -.291 -.667 .688** .703** .591**
자기조절 1 4.11 .797 -.411 -.726 .748** .610** .794**
자기조절 3 3.94 .817 -.357 -.460 .731** .600** .771**
자기조절 4 3.77 .862 -.100 -.772 .700** .569** .744**
자기조절 5 3.83 .756 -.219 -.281 .540** .428** .585**
자기조절 6 4.01 .734 -.294 -.342 .717** .618** .727**
자기조절 7 3.95 .757 -.172 -.625 .753** .604** .807**

<표 5>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예비조사) 문항분석 결과

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자기인식 1

.857

.510 .859 삭제
자기인식 2 .680 .830 -
자기인식 3 .685 .827 -
자기인식 4 .686 .827 -
자기인식 5 .538 .850 -
자기인식 6 .569 .845 -
자기인식 7 .609 .838 -
자기조절 1

.859

.703 .829 -
자기조절 2 .607 .843 -
자기조절 3 .669 .833 -
자기조절 4 .625 .840 -
자기조절 5 .444 .863 삭제
자기조절 6 .624 .840 -
자기조절 7 .726 .826 -

<표 6>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예비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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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2 SRMR TLI CFI RMSEA
9문항 전체 47.893

(df=26, p<.001) 0.041 0.951 0.965 0.071

<표 8>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공통성
자기인식 3 .268 .808 .725
자기인식 4 .329 .791 .733
자기인식 5 .282 .719 .596
자기인식 6 .616 .336 .492
자기조절 1 .757 .230 .626
자기조절 3 .765 .221 .634
자기조절 4 .649 .320 .523
자기조절 6 .672 .330 .560
자기조절 7 .786 .278 .695

고유값 4.734 .851 -
설명변량(%) 52.595 9.455 -
누적변량(%) 52.595 62.050 -

<표 7>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자기인식 3 1 0.731
자기인식 4 1.109 0.778 0.119 9.339***
자기인식 5 0.913 0.632 0.122 7.466***
자기인식 6 0.928 0.638 0.126 7.34***
자기조절 1 1 0.73
자기조절 3 1.005 0.715 0.114 8.849***
자기조절 4 0.988 0.667 0.121 8.142***
자기조절 6 0.889 0.704 0.107 8.345***
자기조절 7 1.039 0.798 0.108 9.648***

주) *p<.05, **p<.01, ***p<.001

<표 9>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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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조사 결과

관찰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자기인식성찰 .786
진로자기조절 .825

<표 10>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본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자기인식 3 1 0.73
자기인식 4 1.027 0.747 0.076 13.562***
자기인식 5 0.906 0.651 0.078 11.574***
자기인식 6 0.943 0.658 0.082 11.515***
자기조절 1 1 0.658
자기조절 3 1.059 0.714 0.088 12.02***
자기조절 4 0.933 0.583 0.094 9.973***
자기조절 6 1.017 0.752 0.083 12.304***
자기조절 7 1.126 0.806 0.086 13.106***

주 1) χ2=53.598(df=26, p<.001), SRMR=0.031, TLI=0.972, CFI=0.980, RMSEA=0.053
주 2) *p<.05, **p<.01, ***p<.001

<표 11> 진로경험성찰 측정도구(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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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수정

가. 전문가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수정사항

진로 
목표 
선택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 (수정)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4 4 5 5 - 4.50
‘창업’ 등의 

다양한 진로를 
포괄하도록 수정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4 5 5 5 - 4.75 -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4 5 5 5 - 4.75 -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4 5 5 5 - 4.75 -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4 5 5 5 - 4.75 -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 (수정) 진출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4 5 5 3 4.25

‘창업’ 등의 
다양한 진로를 

포괄하도록 수정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 (수정) 진출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4 5 5 5 - 4.75

‘창업’ 등의 
다양한 진로를 

포괄하도록 수정

진로 
목표 

동일시

8.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 (수정)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4 3 5 5 - 4.25

진로선택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높은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수정 

필요

9.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 (수정)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4 3 5 5 - 4.25

10.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 (수정)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4 3 5 5 - 4.25

11.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4 4 5 5 - 4.50
‘창업’ 등의 

다양한 진로를 
포괄하도록 수정

<표 1>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전문가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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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면타당도 검토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평균 수정사항
→ (수정)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12.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4 5 5 5 - 4.75 -
13.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4 5 5 5 - 4.75 -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4.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4 5 5 5 - 4.75 -

15.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4 5 5 5 - 4.75 -
16.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4 5 5 5 - 4.75 -
17.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4 5 5 5 - 4.75 -
18.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 (수정)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4 5 5 5 - 4.75 괄호 내용 삭제

19.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4 5 5 5 - 4.75 -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수정사항

진로 
목표 
선택

1.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1 1 1 1 1.00 -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 1 1 2 1.25 -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 1 1 1 1.00 -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 1 1 1 1.00 -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 1 1 1 1.00 -
6. 진출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1 1 1 1 1.00
7. 진출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1 1 1 1 1.00

<표 2>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안면타당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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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선택 1

.888

.773 .859 -
선택 2 .701 .869 -
선택 3 .746 .864 -
선택 4 .679 .872 -
선택 5 .755 .864 -
선택 6 .620 .880 -
선택 7 .535 .890 삭제

동일시 1
.813

.685 .757 -
동일시 2 .666 .763 -
동일시 3 .616 .774 -

<표 3>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예비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평균 수정사항

진로 
목표 

동일시

8.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1 1 1 2 1.25

9.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1 1 1 1 1.00

10.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1 1 1 1 1.00

11.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1 1 1 1 1.00
12.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1 1 1 1 1.00 -
13.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1 1 1 1 1.00 -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4.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1 1 1 1 1.00 -

15.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1 1 1 1 1.00 -
16.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1 1 1 1 1.00 -
17.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1 1 1 1 1.00 -
18.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1 1 1 1 1.00 -
19.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1 1 1 2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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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2 SRMR TLI CFI RMSEA
17문항 전체 192.618

(df=116, p<.001) 0.060 0.941 0.949 0.063

<표 4>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선택 1 1 0.809
선택 2 0.949 0.797 0.065 14.504***
선택 3 0.955 0.852 0.067 14.222***
선택 4 0.914 0.793 0.077 11.813***
선택 5 0.871 0.814 0.064 13.642***
선택 6 0.74 0.546 0.092 8.07***

동일시 1 1 0.821
동일시 2 0.85 0.767 0.068 12.434***
동일시 3 0.774 0.704 0.093 8.366***
동일시 5 0.651 0.602 0.097 6.703***
동일시 6 0.612 0.611 0.105 5.816***
확신 1 1 0.646
확신 2 1.087 0.654 0.125 8.69***
확신 3 1.1 0.623 0.199 5.513***
확신 4 1.476 0.837 0.178 8.299***
확신 5 1.531 0.831 0.205 7.459***
확신 6 1.363 0.771 0.177 7.682***

주) *p<.05, **p<.01, ***p<.001

<표 5>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C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 비고

동일시 4 .383 .823 삭제
동일시 5 .552 .789 -
동일시 6 .554 .788 -
확신 1

.870

.603 .859 -
확신 2 .610 .858 -
확신 3 .581 .864 -
확신 4 .778 .828 -
확신 5 .755 .832 -
확신 6 .695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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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조사 결과

관찰변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진로목표 선택 .869

진로목표 동일시 .838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859

<표 6>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본조사)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선택 1 1 0.783
선택 2 0.949 0.774 0.059 16.007***
선택 3 0.971 0.822 0.057 17.09***
선택 4 0.982 0.792 0.061 16.209***
선택 5 0.876 0.746 0.057 15.247***
선택 6 0.721 0.49 0.075 9.58***

동일시 1 1 0.729
동일시 2 0.969 0.767 0.068 14.328***
동일시 3 0.905 0.733 0.067 13.456***
동일시 5 0.756 0.624 0.066 11.442***
동일시 6 0.847 0.728 0.065 12.961***
확신 1 1 0.707
확신 2 0.977 0.653 0.081 12.1***
확신 3 1.017 0.618 0.092 11.103***
확신 4 1.189 0.774 0.086 13.888***
확신 5 1.248 0.778 0.091 13.709***
확신 6 1.115 0.74 0.084 13.208***

주 1) χ2=277.002(df=116, p<.001), SRMR=.046, TLI=0.942, CFI=0.951, RMSEA=0.060
주 2) *p<.05, **p<.01, ***p<.001

<표 7>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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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예비조사 도구

대학생의 진로적응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대학생의 진로적응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어졌으며,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

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안내문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

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

립니다.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홍 은 선

지도교수 정 진 철

[연구자 연락처] 홍은선 pippilouise@snu.ac.kr

mailto:pippilouis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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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로적응자원

사람마다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데 다른 강점을 활용합니다. 누구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며, 
다른 능력에 비해 더 나은 강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 제시된 각각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
나 개발해 왔는지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는 (아래 제시된 능력)에 대한 개발 정도가~ 강하지 
않다

다소 
강하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
가장 

강하다

1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3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해야 하는 진로나 교육 관련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 계획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신념을 고수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 적합한 것을 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3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4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5 선택 전에 여러 옵션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6 무언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8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 211 -

Ⅱ. 진로과업 실행의지

다음은 진로과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는 (아래 제시된 능력)에 대한 개발 정도가~ 강하지 
않다

다소 
강하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
가장 

강하다

19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1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3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4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번호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를 위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고자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진로가 나에게 적합한지 알기 위해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진로를 위해 단계별 계획을 실천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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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로탐색행동

다음은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탐색하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 문항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

거의 
수행한
적이 
없다

일부 
수행 

하였다
 자주 
수행 

하였다
충분히 
수행 

하였다

1 심리검사를 통해 나의 흥미, 적성, 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2 세미나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을 
파악하기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좋아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나열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4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① ② ③ ④ ⑤
7 꿈을 이룬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8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9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 시청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세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11 전공별 진출 분야에 관한 자료집을 살펴보기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 선배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13 미래의 유망직종을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14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15 관심있는 직업의 특징에 대해 상담사 또는 멘토와 

논의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16 관심있는 직업의 전문역량을 다루는 경진대회나 

공모전에 참여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17 관심있는 직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과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18 관심있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나의 

역량 수준을 비교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19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업무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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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진로경험성찰

다음은 진로 관련 경험 이후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내적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
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 문항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

거의 
수행한
적이 
없다

일부 
수행 

하였다
 자주 
수행 

하였다
충분히 
수행 

하였다

20 관심있는 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21 관심있는 직업 관련 취·창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번호 나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들었던 생각에 대해 다시 되짚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왜 그러한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재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느꼈던 감정을 더 이해해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짚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행동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마음가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평소에 고집하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짚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했던 행동이 적절했는지 점검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에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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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로선택몰입

다음은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출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진출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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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기타
5.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성실히 웅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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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본조사 도구

대학생의 진로적응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대학생의 진로적응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어졌으며,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

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안내문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

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

립니다.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홍 은 선

지도교수 정 진 철

[연구자 연락처] 홍은선 pippilouise@snu.ac.kr

mailto:pippilouis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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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로적응자원

사람마다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데 다른 강점을 활용합니다. 누구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며, 
다른 능력에 비해 더 나은 강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 제시된 각각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
나 개발해 왔는지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는 (아래 제시된 능력)에 대한 개발 정도가~ 강하지 
않다

다소 
강하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
가장 

강하다

1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오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3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해야 하는 진로나 교육 관련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 계획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신념을 고수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 적합한 것을 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3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4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5 선택 전에 여러 옵션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6 무언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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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로과업 실행의지

다음은 진로과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는 (아래 제시된 능력)에 대한 개발 정도가~ 강하지 
않다

다소 
강하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
가장 

강하다

18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19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1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3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24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번호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진로가 나에게 적합한지 알기 위해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진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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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로탐색행동

다음은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탐색하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 문항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

거의 
수행한
적이 
없다

일부 
수행 

하였다
 자주 
수행 

하였다
충분히 
수행 

하였다

1 세미나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을 
파악하기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아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나열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3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 시청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직업세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전공별 진출 분야에 관한 자료집을 살펴보기 ① ② ③ ④ ⑤

8 관심있는 직업의 전문역량을 다루는 경진대회나 
공모전에 참여해보기 ① ② ③ ④ ⑤

9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업무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① ② ③ ④ ⑤

10 관심있는 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관심있는 직업 관련 취·창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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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진로경험성찰

다음은 진로 관련 경험 이후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내적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
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들었던 생각에 대해 다시 되짚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왜 그러한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재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느꼈던 감정을 더 이해해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짚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행동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마음가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평소에 고집하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했던 행동이 적절했는지 점검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에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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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로선택몰입

다음은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출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 222 -

Ⅶ.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⑤ 기타
5.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성실히 웅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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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by Eunseon Hong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0

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were set up as exogenous latent variable, and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were set up as endogenous latent 

variables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career adaptation model. It was assumed that the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have a indirect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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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hoice commitment by mediating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is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in Korea. 540 students were sampled by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from 9 universiti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12th of May, 2020 to the 21th of May, 2020. 538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only 385 of them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except for first grade data that is likely to be biased by COVID-19. 

For the data analysis, SPSS Statistics 23.0 was used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and Mplus 6.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p < 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t of the structural 

model between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was found to be 

appropriate,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predicted appropriately. Second,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each of them;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β=.210), career exploration behavior(β=.639), career experience 

reflection(β=.176), career choice commitment(β=.194).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each of them; 

career exploration behavior(β=.129), career experience reflection(β=.377). 

Career exploration behavior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each of them; 

career experience reflection(β=.175), career choice commitment(β=.335).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career choice 

commitment(β=.376).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each of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β=.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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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experience reflection(β=.066)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β=.009)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experience reflection(β=.002)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Second, as the level of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creases, each level of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increases. Third, as the level of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creases, each level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increases. Fourth, as the level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creases, each level 

of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increases. 

Fifth,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has an important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career adapt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as a variable for 

career adapting response.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and career adapting response variables, there is a 

multi-medi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sequence of career adaptation 

model. 

Based on the conclusion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practice field 

of career guidance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are developed and accumulated as the school year gets hig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intervention for career alternatives 

exploration as well as self exploration, and job exploration. Thir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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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be emphasized intervention based on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in order to increase career choice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adapting posi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based on the research model in order to support 

appropriate career guidanc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be paid attention to measuring variables based on 

the concepts of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career adaptation model. 

Second, it is necessary to be focused on each of the four factors of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career concern, career control, career curiosity, and 

career confid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b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and the five sets of career adapting variables: 

orientation, exploration,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disengage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research for career adaptation 

process of first-year students.

Keywords: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resources, willingness 

to implement career task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reflection, career choice commit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2013-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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