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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의 진로지지 및 또래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부모ᆞ또래 지지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 모형과 기본 심리욕구를 

경유하여 간접영향만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에 있는 두 개 고등학

교의 1, 2학년 학생들 299명이 참여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이 사용되었다. 상관분

석 결과, 부모 진로지지 중 도구적 조력과 정서적 지지가, 그리고 지각된 또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결정성을 구성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모든 하위 요소(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 또한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진로지지와 또래 지지는 기본 심리욕구의 

모든 하위 요인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부모ᆞ또래 지지가 기본 심리욕구를 경유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심리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적응기능을 매개하는 기본 

심리욕구의 역할은 주로 학업성취나 사회적 기술 측면에서 연구되어 온 반면, 이 연구는 기본 심리욕구가 매개하

는 또 다른 적응적 기능으로 진로정체감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을 확장한다.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의 선행조건으로서 진로탐색활동을 촉진하는 기본 심리욕구의 중요성과 이러한 욕구충족을 돕

는 부모와 또래역할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부모의 진로지지, 또래 지지, 기본 심리욕구, 자기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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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한 영역으로서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

다. 진로심리학자 Skorikov와 Vondracek(2011)은 진로정체감을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

해 갖는 의식적인 지각”(p. 693)으로 정의한다. 진로를 특정한 직업적 경력에 국한하여 생각한다

면 적절한 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로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서 이 정의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은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직업인의 세계에 발을 담

그기 이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특별한 욕구와 재능을 인식하고 이러

한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와 과제를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는 것처럼(Erikson, 1968; La Guardia, 2009),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흥미와 선호도, 자신

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평가, 직업에 대한 가치관 등을 토대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간다. 청소년

기의 정체감 발달과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진로영역에서의 정체감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Stringer & Kerpelman, 2010),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정체감 연구

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진로탐색과 역할실험을 모색하기 시작하

는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정체감을 개인이 가진 직업적 흥미, 능력, 목표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정의할 때

(Holland, 1985),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 더 큰 의미망의 일부가 된다

(Erikson, 1968; Skorikov & Vondracek, 2007). Erikson(1968)은 진로정체감을 개인의 전체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하였고, 진로심리학자(예컨대, Kroger, 2007; Savickas, 1985)

들은 진로정체감을 개인의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의 핵심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에 갖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내가 일생을 두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무

엇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욕구와 능력,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가의 의미

가 내포되어 있어 진로정체감이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진로심리학자들은 진로정체감이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 영역의 정체감보다 먼저 발달하거나 병

행하여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korikov & Vondracek, 1998). 그러므로 전반적인 자아정

체감은 진로를 통해 자신을 규명하고자 하는 진로정체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진로는 직업이나 특정 전공 분야에 국한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며, 나에 대한 인

식과 이해에서 시작하여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의 형성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준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에서는 가족과 친구의 역할,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 등이 주요한 심리사회적 환경 변인으로 강조

된다. 개인적 특성 변인도 진로정체감 발달에 기여한다. La Guardia(2009)는 개인이 자신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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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과 관심을 토대로 특정한 정체감의 발달궤적을 밟아가지만, 이러한 정체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그에 의하면, 기본 심리욕구는 정체감 형성을 위한 주요 탐색활동의 참여수준을 결정하는 

선행조건이지만, 이러한 욕구는 이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보편적인 욕구라 하더라도 이러한 욕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요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심리적 

욕구의 발현과 충족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심리사회적 환경과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기본 심리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기본 심리욕구는 Erikson(1968)의 자아정체감 이론에서 강조된 바 있지만, 정체감 형

성과정에서 이러한 욕구가 갖는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

였다(Flum & Blustein, 2000; La Guradia, 2009; Soenens & Vansteenkiste, 2005). Erikson(1968)

에 의하면, 청소년기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개인

의 심리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이 먼저 성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아와 상호작용하는 심리사회적 환경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건강한 자아의 계발은 자율적이고 유능한 존재이고자 하는 개인의 보편적인 욕구로부터 

기원하며, 욕구충족의 과정에서 부모는 중요한 사회적 대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La Guardia,

2009). 또한 Flum과 Blustein(2000)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기본 심리적 욕구가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이러한 내재적 동기는 정체감 형성의 선행요소인 자발적 탐색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정체감 형성의 주요 선행조건으로서 기본 심리적 욕구를 강조하고 있

다. 한편, 심리사회적 환경 요소가 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Erikson의 주장은 

이론적 논의에 비해 경험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그동안 이루어진 소수연구

들은 진로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와 관련하여 혼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예컨

대,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Dietrich & Kracke, 2009; Stringer & Kerpleman, 2010)와 간접효과

(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Soenens & Vansteenkiste, 2005; Stringer & Kerpleman, 2010)뿐

만 아니라, 일부 경우 효과가 없거나(Hargrove, Inman, & Crane, 2005) 부적인 효과(윤초희, 한

수연, 2015)가 나타나 이들 변인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나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연구에서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변인간의 관

계가 자기결정성의 발생기원인 기본 심리적 욕구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대한 부모 지지 대 또래 지지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

에(Skorikov와 Vondracek,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요소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또래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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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서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동기의 하위 요소인 기본 심리욕구를 포함하여 이

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잠재변인간의 관계구조를 보기 위한 구조

방정식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기본 심리욕구와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정체감 발달에서 부모와 또래의 역할

진로정체감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주제이지만 전통적으로 두 집단의 연구

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Skorikov & Vondracek, 2011). 하나는 특질요소 접근을 취하는 진로

심리학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발달적 접근을 취하는 정체감 연구자들이다. 전자는 진로와 관련

된 의사결정, 직업선택, 직업적 성취를 가능케 하는 선행조건으로서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초점

을 두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Holland(1985)가 있다. 이에 반해, 발달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정체

감 연구자들은 자아정체감의 한 영역으로서 진로정체감에 관심을 갖는다. 이 접근에서는 진로탐

색과 진로결정의 결과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적응적 기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서 진로정체감에 관심을 갖는다(Berzonky, 2003; Strauser, Lustig, & Çiftçic, 2008).

정체감 발달이론의 주요 학자인 Erikson(1968)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능력과 요구, 기

회, 삶의 목표에 대해 일관적이면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아상(像)이 정립될 때 형성된다. 그는 

이러한 자기인식이 발달되는 정도에 따라 정체감 수준을 정체감 혼돈과 정체감 형성으로 구분

하였고, 이러한 자기인식의 발달은 진로(일), 사랑, 종교, 정치적 신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

어진다고 보았다.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은 이들 영역 중에서도 특히 진로 영역에서의 정체감 발

달에 관심을 갖는다(Kroger, 2007; Savickas, 1985). 이들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은 한 번에 완성되

는 것이 아니며 생의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변화와 위기에 따라 조정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며 

전 생애 동안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주변 환경의 사회ㆍ정서적 지지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그중 

부모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Erikson(1968)도 강조하였듯이, 부모로부

터 심리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개별성을 존중받는 학생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를 형성하

게 되고, 이는 다시 진로와 관련된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받는 자

율성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선택문제에 직면하는 청소년의 행동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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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친다(Guay et al., 2006). 또한 특별히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나 

도구적 조력은 자녀의 진로관련 행동을 강화시킨다(Turner et al., 2003). 애착이론가들은 부모와

의 정서적 유대감이 자녀의 진로탐색을 허용하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발달에 도움

을 준다고 주장한다(Guerra & Braungart-Rieker, 1999). 요컨대, 개별적 존재로서 자녀의 자율성

을 지지하는 동시에 진로와 관련된 도구적ㆍ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

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심

리적 통제를 가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회피하거나, 부모의 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자아탐색을 포기할 수 있다(Berríos-Allison, 2005). 이처럼 많은 연구자

들이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 지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로발달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예

컨대, 진로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에 비하여 진로정체감과 부모 지지의 관

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실제적으로 매우 드물다. 이러한 동향은 아마도 Erikson(1968)이 주장

하는 것처럼, 부모 민감성(responsiveness)이나 지지 측면보다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정체감과 더 관련이 있다는 추론에서 비롯된 듯하다.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를 다룬 소수 연구들은 혼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예컨대,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Stringer와 Kerpelman(2010)의 연구에서는 모델링과 언어적 피드백과 같은 부모의 진

로지지가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특성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etrich와 Kracke (2009)는 

부모 진로지지의 여러 형태(지지, 간섭, 비-관여 등)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

침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탐색에 독립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관련 행동에 대해 부모가 과잉요구를 하거나 혹은 반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 진로탐색에 대한 부모 지지의 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부모압력은 부모 

지지와 연합될 때 부정적 간섭보다는 동기촉진 요소로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상관분석을 시도한 Leal-Muniz와 Constantine(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

정체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지만, 이는 단순상관이므로 사용된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성

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Soenens와 Vansteenkiste(2005)는 부모와 교사의 자율

성 지지가 진로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의 자율성 수준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진로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가 더욱 어렵다. 예컨대, 전문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명화 외(200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전공만족도를 매개하여 진

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보영, 윤민지, 박소현과 

임제희(2013)의 연구에서 부모 지지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국제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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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와 한수연(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며,

국제학교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부모의 언어적 격려가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시도한 이정규(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 요소 

중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가치 존중 등의 평가적 지지 요소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로정체감 형성에 대한 부모 지지의 효과는 그동안의 연

구가 보여준 혼합된 결과로 인해 일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우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볼 때, 진로를 탐색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가 부모의 관심,

애착, 격려와 같은 일반적인 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역 특수적 지지 변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일부 연구(Feldsman & Blustein, 1999; Meeus & Dekovic, 1995)는 부모 지지보다는 또

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Erikson(1968) 또한 정체감

의 형성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주장하면서 또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부모보다는 또래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정보나 정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유사한 직업적 흥미와 목표를 가진 또래집단 내의 상호 지원이 이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Flaxman, Guerrero, & Gretchen, 1999). 일부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Felsman과 Blustein(1999)은 또래 간의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

로결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Kracke(2002)은 진로와 관련된 또래대화가 이들의 정보수

집활동 및 추후 직업탐색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Young과 동료들(1999)의 실행기반 연

구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또래대화가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 학업계획 및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진로관련 변인들에 비하여 진로정체감에 대한 또래 지

지의 효과 연구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졌으며(Erikson의 강조에 비해), 그마저도 주로 또래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나 애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별히 또래가 제공하는 지지 요소가 진로정체감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탐색이나 그 결과로 형성되는 진

로정체감은 또래로부터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 긍정적인 피드백, 도구적 지원 등의 보다 적극적

인 개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지원’으로 정의되었고, 이에는 특별히 진로와 

관련된 부모 지지와 또래의 정서 및 도구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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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정체감 발달에서 기본 심리욕구와 자기결정성 동기의 역할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Deci & Ryan, 2000; Grolnick, Ryan, & Deci, 1991; Vallerand , 1997).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모든 적응적 기능의 기저에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 심리욕구가 내재해있다고 본다(Deci & Ryan,

2000). 즉, 자기결정적인 동기와 행동은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

로부터 발원한다. 특별히 진로정체감 발달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Erikson(1963)에서 찾아볼 수 있다. Erikson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아동기 발달과업

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유아기의 자율성과 주도성, 학령기의 근면성 성취는 자

아정체감 형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정체감 형성을 위한 탐색활동은 근본적으로 내재적으로 동기 

유발된 활동이다(Flum & Blustein, 2000; Waterman, 1984). 내재적 동기는 과제 자체에 내재된 

흥미나 즐거움,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특정한 활동(예컨대, 자아탐색, 진로탐색)을 수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 활동 자체에 두는 가치와 즐거움은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개

인의 심리적 욕구를 유발한다(La Guardia, 2009). Flum과 Blustein(2000)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

성 욕구와 같은 기본 심리욕구가 내적 동기와 자기결정성을 통해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은 결국 자율적이고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원하여 내적으로 동기화된 자발

적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타인의 조언이나 기대와 같은 외적 요인

에 의해 유발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기반성과 자기승인의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면 자

율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Deci & Ryan, 1991; Ryan & Deci, 2003),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을 

거친 진로탐색은 자기결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경험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자기결정성은 진로

정체감 형성의 선행조건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commitmen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oenens & Vansteenkiste, 2005), 특히 자기결정성의 하위 요소인 자율성은 진로미결정

(indecision)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ay, Senécal, Gauthier, & Fernet.

2003). Blustein(1988)은 자율성이 자아탐색이나 진로탐색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Guay 외(2006)는 자율성이 발달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청소

년과 만성적 미결정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구분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혹은 

증진시킴으로써) 진로미결정 수준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기본 심리욕구와 

진로정체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내연구는 극소수이다. 예컨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우

리, 박영희와 김정섭(2014)의 연구에서 기본 심리욕구는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혜(2013)의 연구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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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역의 방향으로 진로정체감이 기본 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기본 심리

욕구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는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영향의 방향에 있어 일관적

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다 많은 수의 경험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기본 심리욕구는 부모나 또래 지지의 영향을 받는다(Guay et al., 2003; Soenens &

Vansteenkiste, 2005). 특히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정

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enens & Vansteenkiste, 2005). 자율성

이 지원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위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진로흥미, 목표, 활동 등을 

탐색하고 선택해갈 수 있다. 자율성의 욕구 충족은 선택권과도 관련이 있다(Deci & Ryan, 2000).

자율성은 다양한 자아역할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때 그리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

록 격려될 때 충족될 수 있다. 나아가, 유능감에 대한 욕구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

한 구조와 지원이 제공될 때, 그리고 과제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될 때 충족된다(Ryan,

Mims, & Koestner, 1983). 그러므로 자율적인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지지, 진로와 관련된 도전적 

과제나 선택권 부여, 도구적 지원이나 언어적 피드백은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데 영

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진로정체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는 보다 대등한 관계에 있는 또래로부터 제공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Berndt(1996)는 친밀

한 또래관계가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적응과 같

은 심리적 기능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자율성이나 유능감과 같은 기본 심리

욕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기본 심리욕구

를 통해 매개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부모의 진로지지와 또래 지지

가 진로정체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는 부분매개 모형과, 기본 심리욕구

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부모 진로지지와 진

로정체감 간의 가설적 경로는 Dietrich와 Kracke(2009), Stringer와 Kerpelman(2010)의 연구결과

를 기초로 설정되었으며, 또래 지지와 진로정체감 간의 가설적 경로는 Feldsman과 

Blustein(1999), Meeus와 Dekovic(1995)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Erikson(1968), La Guardia

(2009), Waterman(1984)을, 경험적으로는 Flum과 Blustein(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마

지막으로, 기본 심리욕구에 미치는 부모와 또래 지지의 영향은 Soenens와 Vansteenkiste(2005),

Guay 외(2003)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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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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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좌)과 경쟁모형(우)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있는 두 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총 340

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1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99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이중 1학년은 181명, 2학년은 118명이며, 남학생 139명, 여학생 160명이다.

2. 측정도구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나의 직업적 상황

(My Vocational Situation: MVS)’을 김봉환(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MVS는 

직업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보부족 문제, 개인적ㆍ환경적 문제, 그리고 진로정체감의 세 영

역으로 구성된 검사이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척도(Vocational Identity Scale: VIS)만을 사

용하였다. VIS는 고등학생 이상 성인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자신의 진로목표,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내용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항 선별작업이 이루어졌

다. 단일척도인 VIS는 EFA 결과 세 개의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이중 문항5(“내가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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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아 삭제되었다. 첫 번째 요인에 부하된 문항14(“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는 요인부하량이 .50 이하로 낮게 나타나 추후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두 개 문항만이 부하된 세 번째 요인은 전체 설명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CFA

결과에서도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나(.40 이하) 추후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14개 문

항으로 구성된 진로정체감의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진로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Turner 외(2003)가 개발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SRPS)’를 김수리(2005)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한국어로 번안된 척도는 몇 개 문항에서 번역상의 문제가 발견되어 해당 문항을 재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부모가 진로발

달을 지원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 27개로 구성되

어 있다. ‘도구적 조력’은 청소년의 학업ㆍ진로관련 의사결정과 과제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조력

을 의미한다. 진로관련 ‘모델링’은 부모의 작업환경이나 직무 역할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한다.

‘언어적 격려’는 자녀가 학업ㆍ진로목표를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모가 언어적으로 격려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는 학업ㆍ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의미한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계수는 도구적 조력(8문항)이 

.85, 진로관련 모델링(7문항)이 .91, 언어적 격려(5문항)가 .75, 정서적 지지(7문항)가 .85로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언어적 격려의 문항을 검토해보니 문항21(부모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 말씀해주신다)은 언어적 격려이기보다는 부모의 간섭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분석에서는 삭제하였다. 문항 21을 제외한 언어적 격려의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3) 또래 지지

또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Nolten(1994)이 개발하고 Malecki와 Elliott(1999)이 타당화한 

‘학생 사회적 지지 척도(Student Social Support Scale: SSSS)’중 또래 지지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

하였다. 이 검사는 또래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인정, 관심, 이해 등의 긍정적인 지지를 측정하도

록 되어 있으며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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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96으로 나타

났다.

4) 기본 심리욕구

기본 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Ryan과 Deci의 ‘기본 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BPNS)’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

를 사용하였다. Deci와 Ryan(2000)은 기본 심리욕구를 자기결정성 동기의 발생 근원이자 구성 

요소로 상정하고 있다. 이 척도는 하위 척도로 자율성 6문항, 유능감 6문항, 관계성 6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자율성 .77, 유능감 .85, 관계성 

.8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2014년 12월 서울에 소재한 두 곳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거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설문지의 내용과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담당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

하였고, 자료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

계를 확인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이론적 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χ2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모형을 비교할 때 χ2 차이 검

증을 수행할 수 있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95 이상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를 나

타내며 대체적으로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를, .08 이하이면 보통인 적합도를,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를 반영한다(홍세희, 2006). TLI와 RMSEA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적합도와 간

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적합도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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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하

기 전에 각 변인에서 정상분포의 전제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값을 분석

한 결과, 모두 절대값 2 내외로 나타나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기본 심리욕구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평균은 각각 4.19, 4.00, 4.66으로 나타나 모두 ‘그렇다’

이상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관계성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진로지

지의 경우, 언어적 격려(M=3.92), 모델링(M=3.52), 정서적 지지(M=3.44), 도구적 조력(M=2.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조력을 제외하고 모두‘보통이다(3점)’ 이상 수준을 나타냈다. 또래 지

지 또한 평균 3.75로 나타나 ‘보통이다’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2.50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1>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본 심리욕구 --

  2. 자율성 .78*** --

  3. 유능감 .83*** .47*** --

  4. 관계성 .81*** .42*** .55*** --

5. 부모의 진로지지 .45*** .34*** .33*** .43*** --

  6. 도구조력 .31*** .26*** .25*** .25*** .84*** --

  7. 모델링 .31*** .21*** .20** .35*** .81*** .53*** --

  8. 언어격려 .37*** .20** .28*** .41*** .50*** .21*** .30*** --

  9. 정서지지 .45*** .37*** .33*** .38*** .86*** .67*** .51*** .40*** --

10. 또래 지지 .59*** .32*** .43*** .70*** .45*** .31*** .38*** .38*** .38*** --

11. 진로정체감 .35*** .34*** .36*** .15* .19** .23*** .09 .04 .19** .18** --

평균 4.28 4.19 4.00 4.66 3.37 2.90 3.52 3.92 3.44 3.75 2.50

표준편차 .63 .78 .79 .78 .63 .74 .90 .68 .85 .65 .58

왜도 .17 .03 .05 -.36 .03 .27 -.29 -.32 -.31 -.39 .26

첨도 -.12 .11 .33 -.16 .69 .40 -.34 -.03 .03 1.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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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다음으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 심리욕구의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

고(r=.42~.55), 부모 진로지지의 하위 요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21~.67). 또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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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욕구의 모든 하위 변인이 부모 진로지지의 모든 하위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r=.20~.41), 지각된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욕구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은 자율성(r=.34, p<.001), 유능감(r=.36, p<.001), 관계성(r=.15, p<.01)과 모

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충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

감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부모의 진로지지의 하위 요소 중 도구적 조력

(r=.23, p<.001)과 정서적 지지(r=.19, p<.01)만이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또래 

지지 또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18, p<.01). 즉, 부모로부터 도구적 조력과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지각된 또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도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먼저 전체 측정모형(full measurement model)이 타당한지를 보기 

위해 CFA를 실시하였다.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에 따라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단일요인 척도인 또래지지와 진로정체감의 경우, 각각 네 개와 

세 개의 문항꾸러미(parcel)를 구성하여 이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문항꾸러미를 구성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에 따라 각 문항을 순서대로 문항꾸러미에 할당

하되 각 집단 내의 문항들이 유사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측정모형에는 4개

의 잠재변인과 14개의 측정변인이 포함되며, 설정된 모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부모 

진로지지

자율성 유눙감 관계성

또래 

지지

기본

심리욕구

또래3

또래4

또래1

진로

정체감

또래2

정서지지

언어격려

e1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e2

정체감3

도구조력

모델링

정체감2

정체감1

d1

d2

[그림 2] 측정모형



142  아시아교육연구 16권 4호

부모 진로지지의 하위 요소 중 도구적 조력과 언어적 격려의 경우, 모형평가 과정에서 오차공

분산 수정지수(MI)가 17.55로 오차공분산 값 중에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어, 이들 오차 간에 상

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 간의 공분산을 자유모수로 추가하였다. CFA 결과, χ2 값이 

224.07(df=70)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고, TLI .92, CFI .94, RMSEA 값이 .078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만족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 개념신뢰도

(CR), 분산추출지수(AVE)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표준화경로계수가 .50이상, CR이 

.70이상, AVE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개별 측정변인의 신뢰도와 개념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표준화경로계수 표준오차 t p CR AVE

기본 

심리욕구

자율성 .53 - - -

.68 .59유능감 .65 .15 7.91 .000

관계성 .85 .17 8.86 .000

부모 

진로지지

도구조력 .80 - - -

.70 .61
모델링 .64 .10 10.40 .000

언어격려 .53 .08 7.32 .000

정서지지 .81 .09 12.49 .000

또래 지지

또래지지1 .85 - - -

.90 .89
또래지지2 .92 .05 21.65 .000

또래지지3 .90 .06 20.80 .000

또래지지4 .90 .06 20.58 .000

진로정체감

정체감1 .77 - - -

.88 .86정체감2 .87 .08 15.57 .000

정체감3 .91 .07 15.88 .000

3. 구조모형 분석

1) 연구모형 분석

계속해서, 앞의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잠재변인 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표준화 경로계수

가 추가된 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부모의 진로지지와 또래 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경로계수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 진로지지가 기본 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β=.24(p<.001)로 나타났고 또래 지지가 기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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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β=.67(p<.001)로 나타났다. 기본 심리욕구 또한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42, p<.01). 모형에서 외생변인들은 기본 심리욕구 변량의 66%를, 진로정체감 

변량의 13%를 설명하고 있다.

부모 

진로지지

또래지지

.49***
.24***

.67***

 .06

  .42**

-.12

R2=.66 R2=.13

진로정체감기본

심리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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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표준화 경로계수가 추가된 연구모형

2) 경쟁모형 분석

다음으로 부모 진로지지 및 또래 지지와 진로정체감 간의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였다. 측정모형, 연구모형과 마찬가지로 부모 진로지지의 언어적 격려와 도구적 조력

의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자유모수로 지정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χ2 값은 225.60(df=72)으로 유

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고 TLI .92, CFI .94, RMSEA 값이 .078로 나타나 연구모형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준다. 표준화 경로계수가 추가된 모형은 [그림 4]에 제시되었다. 부모 진로지지에서 

기본 심리욕구, 또래 지지에서 기본 심리욕구, 그리고 기본 심리욕구에서 진로정체감으로의 모

든 경로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진로지지가 기본 심리욕구에 미치는 영

향은 β=.24(p<.001)로 나타났고 또래 지지가 기본 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β=.66(p<.001)으

로 나타났다. 기본 심리욕구 또한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3, p<.001). 모형에서 

외생변인들은 기본 심리욕구 변량의 66%를, 진로정체감 변량의 12%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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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진로지지

또래지지

.49***
.24***

.66***

  .34***

R2=.66 R2=.12

진로정체감기본

심리욕구

***
 p<.001 

[그림 4] 표준화 경로계수가 추가된 경쟁모형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서

TLI은 .92, CFI는 .94, RMSEA 값은 각각 .078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반면, 경쟁모형은 자유도가 2개 증가하였고 χ2는 1.53 증가하였다. 통상 모형비교에서 자유

도 1개에 대해 χ2 변화량이 3.84를 초과해야 모수 추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분석 결과,

자유도가 2개 증가한 것에 비해 χ2 값은 1.53 증가하였기에 간명성 기준으로 볼 때 경쟁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진로지지와 또래 지지가 기본 심리욕구

를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모형의 비교분석 결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Δχ2 Δdf

연구모형(오차공분산 포함) 224.07 70 .92 .94 .078

경쟁모형(오차공분산 포함) 225.60 72 .92 .94 .078 -1.53 2

<표 4>는 최종모형에서 진로정체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를 나타낸다. 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립변인인 부모 진로지지와 또래 지지는 매개변인인 기본 심리욕구에 

각각 .24와 .66의 직접효과를 가지며, 기본 심리욕구는 다시 진로정체감에 .34의 직접효과를 가

진다. 부모 진로지지와 또래 지지가 기본 심리욕구를 경유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08과 .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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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모형에서 독립변인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변인 효과 부모 진로지지 또래 지지 기본 심리욕구

기본 심리욕구

직접효과 .24 .66 -

간접효과 - - -

총효과 .24 .66 -

진로정체감

직접효과 - - .34

간접효과 .08 .23 -

총효과 .08 .23 .34

Sobel 공식을 이용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표 5> 참조), 부모의 진로지지가 기본 심

리욕구를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는 Zab = 2.91로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지지가 기본 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는 Zab = 3.91로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종모형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ab

부모 진로지지 → 기본 심리욕구 → 진로정체감 2.91**

또래 지지 → 기본 심리욕구 → 진로정체감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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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

회적 지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진로지지, 또래 지지, 기본 심리욕구와 진로정체감의 상관을 살펴본 결

과, 기본 심리욕구의 모든 하위 변인이 부모의 진로지지 및 또래 지지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진로지지와 또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

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의 경우, 또래 지지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

모 진로지지 중 모델링과 언어적 격려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또

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조력과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

을수록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수준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 및 진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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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관련하여 언어적으로 격려하거나 혹은 자신의 작업환경과 직무수행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

여주는 것과 같은 행동은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없지만, 자녀의 직업ㆍ학업 관련 의

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되는 부모의 도구적 조력이나 정서적 공감은 이들의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기본 심리욕구는 진로정체감과도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났다. 즉,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충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기본 심리욕구의 하위 요소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는 높은 수준의 기본 심리욕구가 보다 적응적인 심리적 기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Deci

& Ryan, 2000)과, 특수하게는 진로영역에서의 적응적 기능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

(Guay et al., 2003; Soenens & Vansteenkiste, 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자율성은 

발달적인 진로미결정과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나타났고(Guay et al., 2006),

진로정체감 형성의 선행조건인 진로탐색과 진로결정(commitmen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Soenens & Vansteenkiste, 2005). 그렇다면 진로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기본 심리욕

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진로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자아탐색과 진로탐색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다. 자아 및 진로탐색 활동은 과제 자체에 가치를 두는 내재적 동기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한 활동이며, 이러한 내재적 동기와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로부터 

발원한다(Ryan & Deci, 2003). 기본 심리적 욕구는 개인이 내재적으로 흥미가 있는 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유능한 수준으로 계발하고자 하며, 의미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생래적인 경향성이다. 개인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예컨대, 진로탐색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자기결정성을 발달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아상

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간다고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 자기결정성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자기결정성이 다양한 진로와 역할에 대한 보다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탐색을 허용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Soenens &

Vansteenkiste, 2005).

셋째, 기본 심리욕구의 하위 요소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가 부모 및 또래 지지와 진로

정체감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며,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나 또래 지

지는 청소년의 기본 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부모 지지의 직접효과(Stringer & Kerpeman,

2010)와 심리적 특성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간접효과(Soenens & Vansteenkiste, 2005; Stringer &

Kerpeman, 2010)를 모두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용된 부

모 지지 변인이 직업과 관련된 부모모델링, 학업 및 진로목표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언어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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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 정서적 지원이나 도구적 조력과 같이 자녀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지 요소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사회적 환경 변인과 개인의 진로정체감 발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개인

적 특성 변인으로서 기본 심리욕구에 주목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변인과 

결과변인이 모두 진로와 관련된 영역 특수적인 변인임에도, (영역 일반적인) 기본 심리욕구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동기 연구자들은 

심리사회적 환경 변인이 특정 영역에서의 적응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동기적 자원

으로서 자기결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rolnick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학업ㆍ진로와 

관련된 부모 지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이들의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율적인 행동을 촉진

하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화된 동기적 요소는 자발적

인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rolnick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살펴본 적응적 기능이 학업성취였다면, 이 연구는 기본 심리욕구

가 매개하는 또 다른 적응적 기능으로 진로정체감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장한다.

또래 지지 또한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기본 심리욕구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들의 기본 심리

적 욕구충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욕구충족은 다시금 진로탐색과 역할실험 등의 과정을 통

해 진로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요컨대,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격려, 이해, 정서적 공감은 보다 자율적이고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욕구는 정체감 발달을 위한 주요 과제나 활동에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우리 외(2014)의 연구에서 기본 심리욕구는 자아정체감을 매개

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중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의 전반적인 자아에 대한 

이해(자아정체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행연구(Grotevant & Thorbecke, 1982; Savickas, 1985; Skorikov & Vondracek,

1998)들은 학생의 연령에 따라 진로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양상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Skorikov와 Vondracek(1998)은 진로정체감이 정체감의 다른 영역보다 먼저 발달한다고 보았고,

Danielsen, Lorem과 Kroger(2000)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영향이 직업세계의 

입문시기인 후기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자아탐

색이나 역할실험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진로정체감은 특히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이루어지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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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개인은 일생동안 다중적인 정체감을 발달시켜 가지만 특정한 영역의 정체감이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시기가 있으며, 특히 진로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활동이 시작되는 청소년기

에 진로정체감은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

적 후기 청소년기에는 기본 심리욕구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진로정체감이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보다 명료한 결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기본 심리욕구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한다. 첫째, Erikson(1968)의 이론에

서 정체감 형성이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수행된 진로정체감 연구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이 연구는 정체감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부모

와 또래 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가설의 재검토를 

제안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특성변인을 매개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정체감 형성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모 지지라 하더라

도 이러한 지지 요소가 그 자체만으로는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개인의 기본 심리욕구를 경유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

여,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본 심리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환경 측면에서의 지원 요소(자발적 참여 유도, 선택권 부여, 정서적 지지와 격려, 긍정적 피드백,

통제나 간섭의 배제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 요소들은 가정에서 부모

에 의해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진로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또래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은 서울에 있는 두 개 학교에서 표집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의 고등학생들이다. 제한된 표집으

로 인해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이들 

변인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기본 심리욕구 이외의 다른 개인적 특성변인이 심리사회적 환경

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보통수준으로 

나타난 점 또한 기본 심리욕구 이외의 다른 매개변인의 작용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는 

이러한 특성변인들을 찾아내어,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작용하는 개인 내외적 변인들 간의 복합적

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발달에 대한 

부모 지지의 효과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성차를 보기 

위해서는 부모 지지 변인을 하위 요소로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특정 성에 민감한 지지 요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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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애착, 정서적 지지 등)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기본 심리욕구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부모(혹은 또래) 지지에 의해 기본 심리욕구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기본 심리욕구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부모나 또래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변인들을 반복 측정하여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발달적 종단연구는 반복 측정된 변인들의 초기 수준

과 관계, 변화패턴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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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Identity: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1)

Yoon, Cho-Hee*

According to the theory of identity formation, parents and peers are assumed to be a major

social agency in helping adolescents achieve career identity, but this assumption has rarely

been tested empirically. Besides, the previous research has shown mixed results regarding the

effects of parent and peer support on career identity so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 consistent

conclus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career identity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99 students from two high

schools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es showed that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from parents and peer support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career ident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for competence, relatedness, and autonomy)

which are the foundation of self-determin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career identity;

and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peer support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needs

satisfaction mediated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 and peer support on career identity and

that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areer identity was not significant. The

finding suggests that basic psychological needs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career identity

through adolescents’ voluntary and intentional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in pursuing their

needs satisfaction and by allowing them for a sense of confidence in their chosen career. These

psychological needs, in turn, can be fulfilled through parents' support on their offsprings'

school and career related behaviors and the supportive relations with peers. Based on the

findings,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career identity,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peer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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