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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여방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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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하는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이러한 부모의 관여 방식이 부모의 특성이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부모의 7가지 관여 방식에 
관한 질문지를 제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근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총 417명의 부모
들이 응답한 질문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부모들은 '격려와 지지', '정보에 기초한 추천'의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나타내는 관여방식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같은 부모 특성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와 같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진로상담 및 부모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청소년 진로상담, 진로의사결정, 부모의 여 방식

Ⅰ. 서론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요한 맥락 (contextual) 변인인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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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들이 실제로 어떻게 여하는지를 

확인하며, 이러한 여 방식의 특성을 악하는 데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가장 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

다. 특히 청소년기 진로의사결정은 다양한 개인  요인들과 실 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잠

정 인 진로를 선택하여 이후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발 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요하다(김

계  외, 2004).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는 성, 가치 , 흥미와 같은 개인 인 요인이 요하

게 작용한다. 그러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에는 이러한 개인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  맥락 변인들이 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주요 맥락 변인  하나가 ‘부모’이다. 부

모는  생애에 걸쳐 자녀의 다양한 발달  특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발달  

선택 행동에도 직·간 인 향을 미친다. 진로의사결정시 부모와의 갈등  조율의 어려움

은 청소년 진로미결정의 요한 원인이기도 한 동시에 진로상담의 주 호소문제가 되기도 한다

(Gati, Krausz, Osipow, 1996). 그러나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부모의 향이 부정 인 

장애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반 로 부모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도움행동이 자녀의 

진로탐색을 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와 자신에 한 이해를 성취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 인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지  외, 2007).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의사결정 활동은 외 인 강화와 지지가 존재한다고 지각할 때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이

러한 활동에 외 인 강화를  수 있는 가장 요한 환경요인  하나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

이다. 즉, 청소년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정 이건 부정 이건, 직 이건 간 이건 

부모의 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에 기 하여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자나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을 조력하는 진로상담자들은 ‘부모의 향’에 지속 으로 큰 심을 보

여 왔다(Whiston & Keller, 2004). 

그러나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타인의 향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

가 있어왔다(Phillips et al., 2001b; Schultheiss, 2003; Whiston & Keller, 2004). 그  한 시각

은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타인의 개입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Arroba, 1977; 

Dinklage, 1968; Harren, 1979; Krumboltz & Hamel, 1977). 통 인 진로이론에 기 한 진로

의사결정 연구들은 외부에 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고 자율 인 의사결정이 합리 이라고 

보고, 의사결정에서 타인이 개입하는 경우는 의사결정자가 수동 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

향이 있는 경우로 간주하 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 부모의 향은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해 

배제되어야 하는 변인이었으므로, 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의사결정 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

다. 진로의사결정에서 타인의 향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은 진로의사결정에서 유의미한 타

자의 여를 ‘ 안의 확장, 정보와 의 제공, 선택의 실가능성 고양’의 측면에서 의사결정

자에게 도움이 되는 요한 향 변인으로 보는 입장이다( , Blustein, 2001; Bluste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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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Phillips, 1997; Way & Rossmann, 1996). 

우리나라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두 번째 시각이 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실제 진로의사결정에서 완 히 독립 이고 자율 인 의사결정을 발견하기 어렵

다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타인의 여  향을  받지 않고 독

립 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자율 이고 합리  의사결정이 곧 효

과 인 진로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선혜연, 김계 , 2007; 손은

령, 김계 , 2002; 하정, 2007; Krumboltz et al., 1986; Phillips et al., 2001a; Phillips et al., 

2001b; Schultheiss, 2003). 즉, 진로선택  발달에 있어 개인심리  변인의 역할만 강조하게 

되면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  맥락이나 환경  요인의 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결정

을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손은령, 김계 , 2002) 진로선택  발

달 연구에 있어 계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

자녀간의 계가 청소년기 이후로도 긴 하게 유지되는 우리나라의 문화  배경에 있다. 자녀

의 진로에 해 우리나라 부모들은 한 여를 하며, 자녀들도 부모의 조언이나 기 를 

요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자칫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에

서 독립 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 계와 그 

속에서의 부모-자녀 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임언 외, 2001). 즉, 우리나라 학생

들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표 인 일차 집단인 가족, 특히 부모의 향은 개인의 ‘자율’과 

‘분리’를 목표로 하고, 집단에 한 ‘의존’을 무조건 단  혹은 진로미성숙으로 보는 기존 진로

의사결정모델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선혜연, 황매향, 2004).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이러한 계  맥락 요인인 부모의 

향에 해 명확히 밝히고 이를 진로의사결정에 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사 을 제공하는 

실질 인 연구는 의사결정의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를 조력하는 교육자  상담자에

게 매우 요하다. 그러나 기존 부모의 향에 한 연구들은 진로교육  상담을 한 실질

이고 직 인 시사 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선혜연, 김계 , 2007; 이희 , 2000). 

그동안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계  맥락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

육태도, 자녀와의 애착  심리  독립과 같은 일반 인 부모 변인을 심으로 연구되었다(선

혜연, 김계 , 2007; Hargrove, Creagh, & Burgess, 2002; Whiston & Keller, 2004). 이러한 부

모 변인들은 자녀의 다양한 발달 특성에 향을 미치는 개념들로 청소년 진로발달에 한 

반 인 통찰과 인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청소년 진로의사결

정에 있어 이러한 변인들의 향에 한 연구결과들은 일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선혜연, 김계 , 2007; 정애경, 2007; Blustein et al., 1991; Kinnier, Brigman, & Noble, 1990; 

Whiston & Keller, 2004). 한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부모와의 갈등  조율의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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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담자가 진로상담실에 찾아오는 경우, 어린 시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 계에 한 

정보만으로는 내담자의 문제에 구체 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질  시사 을 제공하지 못한다

는 제한 이 있다. 이런 까닭에 1990년 를 후로 하여 서구에서는 자녀의 진로선택  진로

의사결정에 직 으로 부모가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한 기술 인 연구를 심으로 연구의 

동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의사결정에 련된 부모와 자녀간의 구체 인 상

호작용 장면을 연구의 주제로 채택하여 실제 부모의 개입과 향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상담자들에게 구체 인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Sharf, 2006). 한 지 까지 부모 향에 

한 연구들의  다른 특징은 부분이 자녀가 회상하는  부모의 모습에 기 하여 연구

되었다는 이다. 이러한 자녀의 재 지각은 결과에 따른 회상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며

(Schacter, 2001), 양방향 (bidirectional) 특성을 지니는 부모-자녀 계를 고려해볼 때 일방의 

회상  기억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의 객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여했는지를 비교  최근에 경험한 부모의 시각에서 구체 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부모의 

여 방식이 부모의 특성이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구체 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우리나라 

부모는 어떻게 여하는가? 둘째, 이러한 여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

는가? 셋째, 부모의 여방식은 부모의 학력, 직업유무와 같은 부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는가? 넷째, 부모의 여방식은 자녀의 성별, 출생순 와 같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는가? 이러한 연구문제 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새로운 

부모 련 변인으로서 ‘ 여 방식’에 한 학문  기 를 마련하고, 이러한 여 방식의 특성

을 토 로 우리나라 청소년 진로상담  부모 교육에 주는 시사 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를 표집하기 해 고등학생 

 학생 자녀를 한 명 이상 두되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한 경험(고교입학  계열선택 

경험, 학입학  학과선택 경험)이 1년을 넘지 않는 부모 417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

 아버지는 139명으로 체의 33.3%를 차지하며, 어머니는 278명으로 66.7%를 차지하 다. 

부분은 서울  경기 지역(88.2%)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분이 고졸(31.8%)  졸(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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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을 갖추고 있고, 아버지의 경우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46.4%만 직업

을 갖고 있었다.

연구 상인 부모들이 응답한 ‘고등학생 혹은 학생’에 속하는 자녀들은 총 417명이었으며, 

이  무응답 11명을 제외한 406명의 성별과 출생순 를 살펴보면 아들이 195명(48.0%), 딸이 

211명(52.0%)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출생순 는 첫째 자녀가 가장 많았고(58.4%), 둘

째 자녀(27.8%), 외동 자녀(1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들과 딸에서 비슷하

게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있어 부모의 구체 인 여 방식에 해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연구목 에 부합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여 방식 질문지’를 

제작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 다. 구체 인 제작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에 있

어 타인의 여 방식에 한 선행 연구물과 문헌들(Blustein et al., 1991; Blustein et al., 1995; 

Blustein et al., 1997; Felsman & Blustein, 1999; Phillips et al., 2002; Schultheiss et al., 2001; 

Schultheiss et al., 2002; Schultheiss, 2003; Sharf, 2006)을 기 로 부모의 다양한 여 방식에 

해 우리나라 문화  상황에 합하도록 문장들을 번역하여 7가지로 정리하 다. 둘째, 이

게 정리된 부모의 7가지 여 방식에 한 자료를 토 로 13명의 실제 부모들과 반구조화된 

면 을 실시하여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른 부모의 7가지 여 방식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본 후, 여 방식에 한 내용을 수정하여 문장을 구성하 다. 셋째, 기술된 7가지 부모의 

여 방식에 해 청소년진로 문가(박사) 3인의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 다. 타당화 작업은 ①부

모의 입장에서 히 표 되었는지 여부, ②우리나라 상황을 히 반 하고 있는지 여부, 

③의미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의 세 가지 측면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3인의 

문가들은 각 문항에 해  세 가지 측면에 한 성 여부를 '상, , 하'로서 평가하

는데, 부분의 여 방식이 '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하'로 평가된 경우는 없었다. 단, ' '의 평

가를 받은 경우 문가들이 제시한 안을 기 로 하여 문장을 수정한 후, 수정한 내용을 3인

의 문가에게 재확인하여 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 고 최종 합의된 내용으로 여 방식에 

한 문장을 완성하 다. 넷째, 제작된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의 여 방식에 한 정확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본 조사에 앞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를 통해 응답자

가 설문지에 반응하는 데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혹은 문장의 독해가 용이한지 등을 확인

함으로써 설문지 응답 오류를 이고, 7가지 여 방식에 한 부모의 소감  반응패턴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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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부모가 여하는 방식에 한 다양한 인식을 이끌어내고

자 하 다. 

이러한 제작과정을 거쳐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부모의 여 방식에 해 최종 으로 

구성된 문장들은 다음 <표 1>의 (가)～(사)와 같다.

기호 명 칭 부모의 관여 방식 문항

(가) 신뢰와 위임
원래 대화가 없거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로결정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특별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에게 맡기며 대체적으로 
아이의 결정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나) 격려와 지지 
아이를 믿는 편이어서, 아이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니 열심히 해보라
고 격려했다. 아이가 결정에 대해 불안해하면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스스
로 결정내리도록 했다.

(다) 정보제공 후 
판단위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계열, 전공, 학교, 학과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내가 알고 있는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아이가 그러한 정보를 알고 나서 
그 분야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라) 구체적인 정보와 
방법 제공

아이가 관심 분야(계열, 전공, 학교, 학과 등)를 선택한 후, 나는 실제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마) 정보에 기초한 
추천

내가 알고 있는 아이의 특성과 진로정보(계열, 전공, 학교, 학과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특정 분야(계열, 전공, 학교, 학과 등)가 아이에게 ‘잘 어울리고 
좋을 것 같다’ 혹은 ‘적합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바) 부모 경험에 
기초한 권유

아이의 관심여부보다는 부모로서 내가 경험했거나 잘 알고 있는 특정 분야(계열, 
전공, 학교, 학과 등)의 전망, 보수, 사회적 지위, 안정성과 같은 조건들을 알려주
면서 아이에게 그 분야를 선택하도록 권했다. 나 혹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경험한 분야를 권했다.

(사) 부적합한 조건에 
대한 지적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분야(계열, 전공, 학교, 학과 등)가 예컨대 아이의 
성별이나 적성, 성적과 같은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한 경우, 이를 간과하
지 않도록 상기시켜서 그 분야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권했다.

<표 1> 부모의 여 방식 문항 구성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2007년도 7월 19일에서 8월 18일 사이에 배포하여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 로그램인 SPSS WIN 12.0을 사용하 다. 자녀들의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들의 여 방식을 살펴보기 해 7가지 여 방식의 분포를 확인하는 기술

통계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부모  자녀의 특성별 여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범주형 자료의 동질성 검정을 한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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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부모의 7가지 관여 방식

<표 2>은 최근에 경험한 자녀의 특정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7가지 여 방식  부모의 

여 방식과 가장 비슷한 한 가지 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을 때 응답한 빈도수를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시 자녀를 격려하고 안심시키면서 스

스로 결정내리도록 하는 (나)의 ‘격려와 지지’ 방식과 자녀의 특성과 진로정보를 기 로 하여 

특정 분야가 잘 어울리고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는 (마)의 ‘정보에 기 한 추천’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녀가 심 분야를 선택한 후 실제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방법에 한 구체  정보를 제공하는 (라)의 ‘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의 여 방식을 보고

하는 부모는 었다. 

관여 방식*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전체
사례수(%) 47(12.1) 103(26.6) 46(11.9) 28(7.2) 72(18.6) 46(11.9) 45(11.6) 387(100)

* (가) 신뢰와 임,  (나) 격려와 지지,  (다) 정보제공 후 단 임,  (라) 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마) 정보에 기 한 추천,  (바) 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사)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표 2> 최근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시 부모의 여 방식 

<표 3>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여 방식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시 어머니에 비해 (가), (나), (다)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상 으로 (마), (사)의 여 방식

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학업  진로 문제에 보다 

극 으로 의사를 표 하는 어머니에 한 임상  찰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여 방식 차이가 통계 으로도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7가지 여 방식에 있어 아버지

와 어머니가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χ2=4.329, df=6, p=.63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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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방식*
부모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전체

부 빈도
(%)

19
(14.7)

37
(28.7)

18
(14.0)

8
(6.2)

19
(14.7)

15
(11.6)

13
(10.1)

129
(100.0)

모 빈도
(%)

28
(10.9)

66
(25.6)

28
(10.9)

20
(7.8)

53
(20.5)

31
(12.0)

32
(12.4)

258
(100.0)

전체 빈도
(%)

47
(12.3)

103
(26.6)

46
(11.9)

28
(7.2)

72
(18.6)

46
(11.9)

45
(11.6)

387
(100.0)

χ2(df) 4.329(6), p =.632
* (가) 신뢰와 임,  (나) 격려와 지지,  (다) 정보제공 후 단 임,  (라) 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마) 정보에 기 한 추천,  (바) 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사)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표 3> 부모별 여 방식의 차이

2. 부모의 특성별 관여 방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련 변인으로서 부모의 

학력과 직업유무를 살펴보았다. <표 4>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졸의 학력을 지

닌 부모들이 (나)의 여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학원 졸업의 학력을 지닌 부모

들은 (마)의 여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나)의 방식이 더 많아지

고, 학력이 높을수록 (마)의 방식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한 고졸이하의 학력

을 지닌 부모들의 경우 졸  학원 졸에 비해 (가)와 (바)의 여 방식을 많이 사용하 고, 

졸 혹은 학원졸의 학력을 지닌 부모들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부모들에 비해 (다), 

(마), (사)의 여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학력별 여 방식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2=41.963, df=12, p=.001).

관여방식*
학력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전체
고졸이하 빈도

(%)
19

(14.3)
52

(39.1)
12

(9.0)
2

(1.5)
20

(15.0)
20

(15.0)
8

(6.0)
133

(100.0)
대졸 빈도

(%)
21

(12.1)
38

(22.0)
19

(11.0)
20

(11.6)
33

(19.1)
17

(9.8)
25

(14.5)
173

(100.0)
대학원졸 빈도

(%)
7

(9.2)
12

(15.8)
14

(18.4)
5

(6.6)
17

(22.4)
9

(11.8)
12

(15.8)
76

(100.0)
전체 빈도

(%)
47

(12.3)
102

(26.7)
45

(11.8)
27

(7.1)
70

(18.3)
46

(12.0)
45

(11.8)
382

(100.0)
χ2(df) 41.963(12), p=.001

* (가) 신뢰와 임,  (나) 격려와 지지,  (다) 정보제공 후 단 임,  (라) 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마) 정보에 기 한 추천,  (바) 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사)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표 4> 부모의 학력별 여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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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방식*
직업유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전체
직업 있음 빈도

(%)
13

(11.0)
19

(16.1)
11

(9.3)
14

(11.9)
24

(20.3)
17

(14.4)
20

(16.9)
118

(100.0)
직업 없음 빈도

(%)
15

(10.9)
47

(34.1)
17

(12.3)
6

(4.3)
27

(19.6)
14

(10.1)
12

(8.7)
138

(100.0)
전체 빈도

(%)
47

(12.3)
102

(26.6)
46

(12.0)
28

(7.3)
69

(18.0)
46

(12.0)
45

(11.7)
383

(100.0)
χ2(df) 17.519(6), p=.008

* (가) 신뢰와 임,  (나) 격려와 지지,  (다) 정보제공 후 단 임,  (라) 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마) 정보에 기 한 추천,  (바) 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사)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표 5>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여 방식의 차이

<표 5>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여 방식의 분포를 교차표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 상이 된 아버지의 경우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는 제외

하고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분석만을 실시하 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는 

(나)의 여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마)의 여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직업이 없는 어머

니에 비해 (라)와 (바), (사)의 여 방식을 상 으로 많이 사용하 고, 직업이 없는 어

머니는 상 으로 (다)의 여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

니의 직업유무별로 여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χ2=17.519, df=6, p=.008).

3. 자녀의 특성별 부모의 관여 방식 차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  출생순 를 심으로 한 자녀의 특성에 따라 부모의 여 방

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6>을 살펴보면, 아들의 경우 (라)의 여 방식이, 딸인 

경우에는 (나)의 여 방식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10.802, df=6, p=.095). <표 7>은 자녀의 출생순 에 따른 부모

의 여 방식을 교차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자녀가 외동인 경우 (라)의 여 

방식을 조 더 많이 사용하고, 외동아이와 첫째 자녀의 경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비해 (사)의 

여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 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χ2=23.354, df=12, p=.158).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의사결정에서 있어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 에 따라 부모의 여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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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방식*
자녀성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전체

아들 빈도
(%)

21
(11.4)

44
(23.9)

18
(9.8)

20
(10.9)

32
(17.4)

25
(13.6)

24
(13.0)

184
(100.0)

딸 빈도
(%)

22
(11.4)

57
(29.5)

26
(13.5)

7
(3.6)

40
(20.7)

21
(10.9)

20
(10.4)

193
(100.0)

전체 빈도
(%)

43
(11.4)

101
(26.8)

44
(11.7)

27
(7.2)

72
(19.1)

46
(12.2)

44
(11.7)

377
(100.0)

χ2(df) 10.802(6), p=.095
* (가) 신뢰와 임,  (나) 격려와 지지,  (다) 정보제공 후 단 임,  (라) 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마) 정보에 기 한 추천,  (바) 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사)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표 6> 자녀 성별에 따른 여 방식의 차이

관여방식*
출생순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전체

외동 빈도
(%)

2
(4.8)

11
(26.2)

5
(11.9)

6
(14.3)

8
(19.0)

3
(7.1)

7
(16.7)

42
(100.0)

첫째 빈도
(%)

33
(14.5)

58
(25.6)

22
(9.7)

13
(5.7)

45
(19.8)

26
(11.5)

30
(13.2)

227
(100.0)

둘째이상 빈도
(%)

12
(10.3)

34
(29.1)

19
(16.2)

9
(7.7)

19
(16.2)

17
(14.5)

7
(6.0)

105
(100.0)

전체 빈도
(%)

47
(12.2)

103
(26.7)

46
(11.9)

28
(7.3)

72
(18.7)

46
(11.9)

44
(11.4)

386
(100.0)

χ2(df) 16.792(12), p=.158
* (가) 신뢰와 임,  (나) 격려와 지지,  (다) 정보제공 후 단 임,  (라) 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마) 정보에 기 한 추천,  (바) 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사) 부 합한 조건에 한 지

<표 7> 자녀 출생순 에 따른 여 방식의 차이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여 방식이 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학

생들의 진로상담과 효과 인 진로지도를 한 부모교육에 주는 시사 을 탐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런 연구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시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들은 (나)격려와 지지의 방식이나 (마)정보에 기

한 추천의 방식, (가)신뢰와 임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라)구체 인 정보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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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의 방식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희망 진로를 분

석한 최근 연구결과(한상근, 2001)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인 경우 부모에 한 향을 높게 지

각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

는 상에 한 원인을 가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실제 의사결정이 가시화되는 시기인 고등

학교 3학년 시기에 부모의 여 방식이 진로와 련된 구체 인 정보나 방법을 조언하는 방식

보다는 신뢰와 지지, 격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모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되 구체 인 

정보에 한 지원 없이 다른 정보원을 활용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상을 래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이나 연구 상의 불일치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직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Phillips와 동료들의 연구결과와 간 으로 비교해보면 다양한 

학문  시사 을 숙고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여 방식을 연구한 Phillips 

등의 연구들(2000, 2001a, 2001b, 2002)에서 미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가 

‘(가)신뢰와 임, (바)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나)격려와 지지, (마)정보에 기 한 추천’ 등의 

순으로 여한다고 보고하 다. 즉, 우리나라 부모들의 지각과 유사하게 미국의 청소년들은 진

로의사결정에서 부모가 향을 미치는 방식에 있어 (가)신뢰와 임, (나)격려와 지지의 방식

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지각과는 다르게 (바)부

모 경험에 기 한 권유의 여 방식에 해 더 높게 지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마)정

보에 기 한 추천의 여 방식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Phillips의 연구결과

와 본 연구도구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고 서구와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에서 발

생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단,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로 해석해 볼 경우, 

부모는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합하다고 추천해 주는 행 ’에 해 자녀들은 

‘자신의 심여부와 계없이 부모가 잘 아는 분야를 권하고 있는 행 ’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와 유사한 지각의 차이가 (가)와 (나)의 여 방식에 있어서도 발견되는데, 부모는 ‘자녀에 

한 믿음을 바탕으로 격려하면서 여하고 있다’고 지각하는데 반해 자녀는 ‘진로에 한 특별

한 화 없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부모’로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부모의 여 방식에 한 연구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보다 과학 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맥락으로서

의 타인의 역할을 강조한 Josselson(1992)의 주장과 자녀의 진로탐색행동을 진시키는 데 있

어 부모의 극 인 지지와 심이 필요하다는 김지  외(2007)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 이고 구체 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하는 방식에 있

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 직 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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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은 찾기 어렵다. 단, 부모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본 연

구의 결과는 일반 으로 자녀의 양육  교육에 있어 일차 인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는 어머

니의 여 방식을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반 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비

과정에 실시되었던 부모와의 면 내용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보고는 이러한 가설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애들하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따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아내가 애들하고 한 이야기

를 해 주면 둘이 같이 이야기를 나 고 의견을 어느 정도 맞춰서 둘 에 한 사람이 애들하고 이

야기하니까 아내하고 별로 애들 진로문제로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넷째,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 방식은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유무

와 같은 특성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진로의사결정에 부모가 여하

는 방식은 진로와 련된 개인의 경험과 련된 특성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의 진

로선택  발달에 향을 미치는 표 인 가정의 사회경제  배경변인으로서 부모의 학력과 

직업은 자녀의 진로성숙이나 직업포부, 진로결정 스트 스와 같은 심리  변인 뿐 아니라 선

호 직종, 공 분야의 선택에 있어서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숙, 2005; 류미

화, 2002; 경애, 2001; 한상근, 2001).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  배경변인으로서의 부모 특성

이 어떤 경로로 자녀의 진로 련 변인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논의가 없었다. 본 연구결

과는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부모의 여 방식을 매개로 하는 부모 특성이 자녀의 진로선택  

발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부모의 학력과 여 방식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 수 이 높을

수록 (마)정보에 기 한 추천, (사)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서 

부모의 학력 수 이 낮을수록 (가)신뢰와 임과 (나)격려와 지지의 방식이 많아짐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데,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의 경

우 (라)구체 인 정보와 방법 제공, (바)부모 경험에 기 한 권유, (사)부 합한 조건에 한 지

의 여 방식을 많이 사용하 고,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의 경우는 (나)격려와 지지와 (다)정

보제공 후 단 임의 여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직업에 한 경험

이 있거나 학력 수 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의견을 보다 가시 으로 피

력하는 방향으로 여함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좋은 진로 모델이 되어 주며, 구체 인 진로

련 기술을 가르치고, 자녀의 진로 행동을 격려해주는 것이 청소년의 원활한 의사결정에 도움

을 주기도 하지만, 무 직 으로 표 된 부모의 여 행동은 자녀의 독립 인 진로성숙을 

해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김수리, 2004)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학력  직업 변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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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여 방식이 자녀의 진로 련 변인들과 어떤 련을 갖는지에 한 추후 연구의 필요

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섯째,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방식이 자녀의 성별, 출생순 와 같은 자

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dler이론에 기 하여 자녀의 출생순 나 성별에 따라 

형성된 독특한 성격특성이 직업선호  선택에 주는 향을 밝히고자 한 서구의 몇몇 경험  

연구들(Leong et al., 2001; Watkins, 1984; Watkins & Savickas, 1990)이나 자녀의 성별이나 출

생순 에 따라 부모가 갖게 되는 자녀의 진로에 한 기 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김병숙, 김경

아, 2006)와는 차이가 있다. 한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 와 같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 부모

의 양육태도  애착이 다르게 작용하여 자녀의 진로 련 변인들(진로성숙, 진로결정수 , 진

로정체감 등)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강혜원, 고향자, 2003; 박수길, 이

희, 2002; 최동선, 정철 , 2003)과도 차이를 보인다. 즉,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부모가 

여하는 방식은 부모 개인의 행동특성으로서 양육태도나 애착과 같은 특성처럼 자녀의 특성

에 따라 가변성을 지니지 않으며, 자녀에게 갖는 진로기 와는 별개로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특성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여 방식은 애착, 심리  독립과 같은 

향변인과는 다르게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부모 련 개념으로

서 차별 으로 연구될 필요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자녀의 진로지도  부모의 효과 인 여 방식에 한 후속 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7가지 여 방식 질문지를 진로상담  부모교육 장과 

련 연구에서 극 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했듯이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

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여하는 방식을 크게 7가지로 제시하면서 진로의사결정시 부모의 

향  여를 평가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도구를 제작하 다. 이러한 7가지 여 방식 문항

을 진로의사결정시 부모와의 갈등이나 조율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나 부모 교육에서 

극 활용해 으로써 실제 장에서의 피드백을 축 하고, 부모의 여 방식에 한 추후 연

구 결과들을 토 로 보다 체계 인 도구를 개발하는 발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기 로 하는 추후 연구에서는 7가지 여 방식 각각에 한 보다 심도 깊

은 다양한 기술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부모의 여 방식과 련된 다양한 부모  자녀의 

특성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여 방식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결과

으로 더욱 많은 실질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모의 여 방식에 한 자녀

의 반응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자녀의 효과 인 진로의사결정을 조력하기 

한 부모의 7가지 여 방식별 장단 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러한 연구들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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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의 여 방식에 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록 본 연구가 부모의 여 방식에 한 서양의 아이디어를 차용하 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독특한 여 방식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

등학생과 그 부모를 상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이유에 해 조사한 결과(박 신, 김의철, 

2004)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해 희생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가 순

종 이라는 측면에서 서로에 한 신뢰의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구의 부모-자녀 

계와는 다른 독특한 부모-자녀 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즉,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시 부모의 여 방식에 있어서도 서구의 부모와는 다른 독특한 패턴이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 를 들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일반 인 

여 방식은 ‘(나)격려와 지지, (마)정보에 기 한 추천’ 방식이었다. 이 외에도 실질 으로 나

타나는 한국 부모의 여 방식 패턴을 찾아내어 서구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모들

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구체 인 시사 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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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 of the parents' involvement style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parents and children 

in Adolescent Career Decision Making

1)Hyeyon Seon*․Kayhy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ways in which Korean parents ar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for 

adolescent career counseling and parent education. The data of 417 parents who have children 

of high school or college students was analy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parents support and often reassure their children that their decisional process and/or outcome 

is fine, and they steer their children toward a course of action which the parents perceives 

to be the best on the base of career information and character of childre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volvement styl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and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children. However,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parents such as academic career and absence 

of occupation, the difference of involvement styl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career counseling, career decision making, 

parents' involvement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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