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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교육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규효

명지대학교

이 은 경†
1)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 시의 진로교육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고등학교 때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하여 학업적, 사회적 측면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5,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초분석과 구조방정
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교육경험은 진로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성숙도도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교육경험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교
육경험이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대학교 입학후 대학생활적응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진로교육경험,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매개효과

직업은 개인의 삶에 있어 경제적인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역할을 통한 성취감, 자부심, 만족감, 소속
감을 가지게 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조건이며,
나아가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다. 진로교육법에
서의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
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

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
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진로교육법 제 2
조, 법률 제13336호). 한국에서는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
하던 자유학기제를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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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양
성하던 진로전담교사를 2020년까지 중·고등학교에
100% 배치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6). 이것은
대학의 입학생 수와 같은 양적인 성과측정보다는 학
생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여 대학진
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도에 개정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
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정체성
을 확립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
인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따라
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은 학생이 앞으로 자신
이 선택할 직업과 관련된 가치와 삶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대학진학 후 자신이 공부하고
자 하는 전공과목의 구체적인 진로포부와도 관련된
다. 또한 이 시기의 진로교육이 성인기보다 성숙한
직업의식을 갖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장
재성 외, 2017).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
해를 기초로,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
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
의 발달과업 수행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
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1). 진로성숙의 개념은 위
와 같이 연속적인 발달개념으로 보고, 전 생애를 통
해 변화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준
비와 대처행동으로 보고 있다(Rojewski, 1994, 곽
현 2011 재인용).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능력을 가
지며, 자신과 대학의 전공 선택, 나아가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진로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
고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수경 외, 2015). 선

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진로교
육과 진로성숙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다. 허 균
(2010)은 진로교육의 경험이 이후 학생의 진로의식
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김윤희
(2016)는 진로교육을 경험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
로성숙도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진로체험의 내용을 직접
체험과 간접체험으로 구분하여, 진로성숙도와의 관
계을 밝히고자 한 김기헌(2014)은 직접체험과 간접
체험 모두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직
접체험이 간접체험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
혔다. 덧붙여서, 김소라(2016)는 진로체험이나 진로
경험의 유무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진
로성숙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경험은 진로성숙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은 OECD 평균 (주당
33.92시간)보다 많은 49.43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
고 있고, OECD 평균 41%보다 2배 가까운 70%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한교육개발원, 2014).
그런데, 이처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양적인 성장
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후 학업에 흥미를 잃고
전과를 하거나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탈락률은 꾸준
하다고 보고된다(유은혜, 2016). 교육개발원의
2012년도 통계자료역시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대략
7% 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막고자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변인이 연구되고 있는데, 하은경(2018)은 대학생활
적응요인 중 최근에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이 미친다
고 하였다. 손승연(2017)은 2000년부터 2015년까
지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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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6
년을 기점으로 진로에 대한 연구가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필요에 의
해 대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고, 정부정책 등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학업적
성취, 대인관계, 진로준비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학생
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은우,
2005). 최명선(2008)은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요인
을 질적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진로를 위한 진로결정
력이 부족한 경향이 중도탈락과 관련된다고 보고하
였다. 어윤경(2011) 역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
일수록 학교생활의 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입학 이전의 진로성숙이 대학의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미치고(김경식, 이현철, 2012), 진로발달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과정(박은선, 김광현,
2016; 임현정, 2016; 황매향, 박혜영, 2005)임을
고려할 때 진로교육의 질적 성과라 할 수 있는 향상
된 진로성숙은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준
다고 볼 수 있다.
진로성숙을 발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의 진
로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지만, 진로교육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정윤
(2014)은 한국교육종단연구자료를, 허균(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대학입학 이
전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연보라(2015)도 고등
학생의 진로진학경험이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학생활 학과만족도가 진로성
숙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유은영, 양유정,
2013; 이진희, 2012). 한편 박소영(2014)의 연구
에서도 한국교육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경험에 따라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활동이 대학 1학년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
시하였다. 주현준(2014)도 학교 진로교육 및 동아
리 활동이 대학 진학생의 학과선택 의지에 주는 효
과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 있
는 운영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교
육 경험이 개인의 진로성숙과 대학생활적응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
경험하는 진로교육경험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
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2학년에 경험하
는 진로교육경험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의 진로성숙도는 대학생
활적응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고등
학교 2학년에 경험하는 진로교육경험은 진로성숙도
를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
육종단자료(KEL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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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자료는
2005년부터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표본으로 하여, 이들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자료이다. 이 중에서 한국교육종단자료의
진로교육경험과 진로성숙도 질문항목이 들어있는 고
등학교 2학년 시기인 2009년도(5차) 자료와, 대학
생활적응에 대한 질문항목이 들어있는 대학교 1학년
시기인 2011년(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시점
모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사용된 대상은 대학교에 진학한 2,833명
이었으며, 남학생 1304명, 여학생 1529명으로 확
인되었다.
2. 측정도구
가. 진로교육경험

고등학교 때의 진로교육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자료의 5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학
생설문지 중 4번 진로교육경험의 하위문항 1~4번
을 사용하였다. 일반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조사 결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진로강연으로 진행되
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였다(장현진, 2014). 진
로교육경험에 관련된 4문항의 점수는 ‘받은 적이 있
다’와 ‘받은 적이 없다’로 나누어져 있고,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매우 도움이 된다’(5점)에서 ‘전혀 도움
이 되지 않는다’(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결측치로 변환하고,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료
를 경험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
로교육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이 변인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나. 진로성숙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6년에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 개발」연구를 통해 개발된 검사(김아
영 외, 2005)를 토대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본
인의 진로발달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원 및 교사들의 진로지도를 돕기 위한 목적
으로 개발되었다. 이 중, 한국교육종단자료에 활용된
진로성숙도 검사는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
로행동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교육종단자료의 5차년도(2009년)에 조
사된 학생설문지 중 31번의 진로성숙도 하위문항
1~22번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로 되
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
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진로성숙도 전체 .88, 계획성 .77, 직업태도 .61,
자기이해 .79, 진로행동 .81로 나타났다.
다. 대학생활적응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생활 적응을 학업
적 적응,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개발하
였는데, 국내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박소영 외, 2014; 신희경, 이종
승,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자료의 7차
년도(2011년)의 대학생용 설문지 중 20번~ 22번
에 나오는 만족도와 소속감, 대학적응을 대학생활적
응으로 정의하고, 3개의 하위요인 34문항을 각각의
항목으로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점수는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대
학생활적응 전체 .92, 만족도 .84, 소속감 .90, 대
학적응 .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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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설명
변인

진로
교육
경험

진로
성숙도

대학
생활
적응

문항번호 및 내용

고등학교 입학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다음의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전체 문4.
있습니까?
진로상담 1) 진로(진학)관련 상담
진로검사 2) 진로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등)
진로강연 3) 진로(직업)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학과안내 4) 학교 및 학과 안내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전체 문31.
동의하는 정도에 표하세요.
1)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계획성 10)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2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3)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일뿐이다(역)
7)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역)
일에 대한 태도 14)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역)
1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22)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8)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자신에 대한 지식 12)
13)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1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7)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5)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진로행동 9)11)나는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1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20) 내가 알고 있는 진로 지식이 정확한 지 알아본 적이 있다
문20.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 다음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였습니까?
1) 전반적인 대학생활 2)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만족도 3) 교수 및 강사진 4)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
5) 수업방식 6) 전반적인 교육환경 7) 교수와의 교류
8) 교우관계 9) 선후배관계
문21. 지난 1학기 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2)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3)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 소속감을 느낀다
4)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5)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6) 대학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는 계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소속감 7)8) 학과(학부
대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9)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서 소외되고 있다(역)
10) 동료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역)
11)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역)
12) 대학 내의 환경에 잘 맞는 것 같다
13)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귄다
14) 현재의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15) 대학생활을 잘 한다
16) 휴학을 했다가 후에 공부를 마칠까하는 생각을 한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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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6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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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2. 지난 1학기 동안의 자신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1)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
2) 학업 측면에서 교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였다
3)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졌다(역)
4)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역)
대학적응 5) 대학에서 학업과 함께 다양한 활동(친구와의 교류, 진로탐색, 취미활동 등)을 병행하
는 것이 쉬웠다
6)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7)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역)
8)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흥미롭고 유익한 것 같았다
9) 마음이 잘 맞아서 공부, 취미활동 등을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다

3. 결과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여 보완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
였다. 진로교육경험과 대학생활적응, 진로성숙도의
상관계수를 조사하였고, AMOS 21.0을 사용하여
이들 측정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진로성
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Mplus 6.0을
실시하였다.
<표 2>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결과
1. 진로교육경험,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변인
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2
와 같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진로검사를 경
험한 학생수가 2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81.4%),
학교 및 학과안내는 전체의 반도 안 되는 것
(49.4%)으로 나타났다.

변인
진로상담
진로검사
진로강연
학교 및 학과안내

N
1874
2308
1770
1402

최소값
1
1
1
1

최대값
5
5
5
5

평균
3.44
3.39
3.37
3.34

표준편차
.832
.918
.862
.810

진로
성숙도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

2819
2823
2823
2809

1.40
1.83
1.20
1.00

5.20
5.17
6.00
6.00

3.95
3.71
4.51
3.87

.55
.68
.72
.71

대학생활
적응

만족도
소속감
대학적응

2833
2820
2823

1.00
1.19
1.22

5.00
5.00
4.56

3.30
3.20
3.05

.57
.59
.45

진로교육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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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변인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1
.54**
.47**
.51**
.13**
.09**
.10**
.08**
.15**
.15**
.10**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
.56**
.52**
.15**
.09**
.15**
.20**
.15**
.14**
.11**

1
.56**
.16**
.07**
.11**
.18**
.15**
.14**
.15**

1
.17**
.11**
.11**
.21**
.17**
.17**
.14**

1
.29**
.25**
.54**
.10**
.16**
.18**

1
.20**
.33**
.08**
.18**
.14**

1
.30**
.09**
.13**
.14**

1
13**
.19**
.20**

1
.67**
.56**

1
.58**

1

진로교육경험: ①진로상담 ②진로검사 ③진로강연 ④학과안내
진로성숙도: ⑤계획성 ⑥일에 대한 태도 ⑦자신에 대한지식 ⑧진로행동
대학생활적응: ⑨만족도 ⑩소속감 ⑪대학적응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변인들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고2 때 진로교육경험과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즉, 진로교육경험이 높을수록 진로성
숙도와 대학생활적응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고2 때의 진로교육경험이 진로성숙도를 통해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
<표 4>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방향
진로교육경험
→
진로교육경험
→
진로성숙도
→
*p<.05, **p<.01, ***p<.001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⑫

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χ2=234.543,
df=57, TLI=.967, CFI=.979, RMSEA=.033
로 확인되었다. RMSEA의 경우 .05이하로 좋은 적
합도를 보이고 있고, TLI와 CFI의 경우 모두 .90
이상이고 1에 가까운 값으로 적합한 연구모형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전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는 그림 1과 같고, 연구 결과에 따른 구조모형의 경
로계수는 표 4와 같다.

β

.29***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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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0
.13
.12

S.E.
.035
.014
.021

C.R
11.43
8.42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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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진로교육경험은 진로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교육경험은
성숙도(.29, p<.001)와 대학생활적응(.16, p<.001)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β=.17, p<.001)
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 진로성숙도를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β=.06,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는 대학생활적응에도 유의 p<.001)를 가지고 있어 정적인 총 효과(β=.23,
미한 정적인 영향(.21, p<.001)을 미치고 있어 모두 p<.001)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각 변인들 간의 직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효과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로 나타났고, 진로성
숙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교육경험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
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진로교육경험에 영향을 받
전체 매개효과 유의성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그 효 은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
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진로교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육경험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직접효과(β=.29, 다. 실시한 결과 진로교육경험이 진로성숙도를 매개
p<.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성숙도는 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08(p<.01)이며,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β=.21, p<.001)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
<표 5>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진로교육경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진로교육경험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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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29***
.21***
.16***

간접효과
.06***

총효과
.29***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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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였다. Bootstrapping의 결과 간접효과 크기가 신뢰
구간 95%에서 하한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 값은 작은 편
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시의 진로교육경험이 진
로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고, 고등학교 재학시 진로교육경험과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역할을 하
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초분석으로서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
준편차를 구해본 결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 경험
하는 진로교육경험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윤경(2008, 2011)이
청소년시기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성숙과
연관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패널 자
료를 활용하여, 김경식(2012)이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서도 나타나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같다. 결론적으로, 진로교
육경험을 만족도로 변환하여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본 결과, 경험의 유무보다 내용의 내실화를 의미하
는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진로성숙에 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에
경험하는 진로교육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은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6∼7
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교육 경험,
대학진학동기,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
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최정윤(2014)은 고등

학교 재학 중 경험한 진로교육에 만족하는 학생일수
록 대학진학동기가 구체적이며 능동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보라(2015)가 고등학생의 진로진학경험이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며 반복검증을 제언한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
셋째, 고등학교의 진로성숙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선미(2017)가 진로성숙도가 높은 고등학
생일수록 고등학교생활의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학습
활동,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행사 만족도가 높았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유은영(2013)이 대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과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 대학입학 이전
의 진로성숙이 대학의 진로성숙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식(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입학 이전의 진로성숙
도는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입학 전 고등학교 2학년에 경험하는 진
로교육경험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균(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진
로경험활동이 이후 시점의 교차지연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어윤경(2011)은 과
거의 진로교육경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수준
의 초기치가 높고, 대학의 전공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결과
가 누적될 필요가 있겠지만, 진로발달의 장기적 관
점에서 접근할 때 단순한 효과 여부보다 학교 진로
교육이 학생에게 주는 영향과 그리고 이후 진로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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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통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
에의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종단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교육경험의 만족과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대학진학 이후의 학교생활적응
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유학기제
를 실시하면서 중학생 때부터 매 학기 진로와 관련
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진로나 직
업에 관련된 강연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만족스러운 진로교육을 경험
한 고등학생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대학진학 이후 대학신입생의 중도탈락 의사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조사결과들을 고려할 때
에,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진로교육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진로교육의 결과로 진
로성숙이 상승될 것을 발달적인 관점에서 짐작하였
으나,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
였다.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대학생활적응의 만족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으므로,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변인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적하
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경험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각각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인의 개념을 정
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을 구성하여 정
의에 적합한 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3학년 때의 진
로성숙도에 대한 설문내용의 부재로 고등학교 재학
시의 진로성숙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것으로만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데이터인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을 이용했는데, 2011년의 대학생활적응을 예
측하기 위해 2009년도 패널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2009년도의 진로교육과 현재 진로교육은 차이가 있
을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는 최신의 연구데이터를 사
용해볼 것을 제언할 수 있겠다..
종단연구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
년부터 3학년시기의 진로성숙도를 추적 조사하여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에는 지속적으로
종단연구설문지에 진로성숙도와 진로교육경험의 문
항을 수록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는 이후의 자료가 축적되면 자유학기제의 영
향에 의해 중·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경험이 진로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후 대학생활의
적응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정철영(2015)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사
용되는「진로와 직업」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양질의 내용을 담보하고, 학교 급별로 연계성을 강
화하여야한다고 제안하며, 체계적인 연구조사의 실
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제안
하였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
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
용되고,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및 진로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의 근거가 되자면 꾸준한 후
속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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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career education experience
in high school on college life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Kyoo Hyoo Kim

Eunkyoung Lea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effect of career education
experience in college high school adjustment.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career education received in high
school, the more useful it was to examine whether it would be helpful to adapt to academic and social aspects of
college life through career maturity. For this purpose, basic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using the 5th and 7th year data of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s a result, first, career education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maturity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Second, career maturity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confirmed that career education experience in high school promotes career maturity and adapts to college life
after entering university.
Key words : Career education experience, career maturity, college life adjustment,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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