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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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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년, 본인의 월 평균 수입)에 따
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K원격대학의 재학생 6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진로미래검사(진로적응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진로탐색, 진로결정), 인구통
계학적 설문지였다.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 학습자의 진로적응성은 성별과 월평균 수입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
다. 둘째, 성인 학습자의 진로탐색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성인 학습자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진로적
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신념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
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
시하였다.
주요어 : 성인 학습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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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급속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개방화에

의사결정을 위한 발달단계를 강조한 개념으로 학

따라 성인들의 직업전환 및 이직률이 점차 늘어

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에 상당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직업전환은 성인들이 자연스

기여를 했다. 그러나 조직에서의 변화에 직면한

럽고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상황

성인에게는 그 적용성면에서 떨어진다는 의견이

에 직면한 개인들은 자신과 환경 변화에 대한 대

많았다(Super & Knasel, 1981). 따라서 급변하는 진

처와 위기 적응 능력에 따라 성장여부가 결정된

로환경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로

다고 할 수 있다(O'Connor & Wolfe, 1987). 근래 개

적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진로결정

인적 혹은 직업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

및 준비행동을 넘어서 전 생애에 걸쳐 진로성공

관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점차 증가(전

을 위한 개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특히 그동안 연

년도에 비해 2009년에 1.8% 증가)하고 있으며(교

구되지 않았던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진로지원에

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9), 형식학습에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한 사람의 81.2%, 준형식 학습에 참여한 사람

한편, 진로선택과 진로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의 63.7%가 진로개발을 목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효능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공적 행동의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언, 2005). 또한 성

결정인자로(Ablel & Spurk, 2009), 진로결정과 학

인학습자는 일반대학생과는 다른 특수한 진로관

업성취, 진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Miller & Winston,

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바(Lent, Brown, & Hackett,

1990).

1994), 진로적응성과 더불어 성인학습자의 진로성

진로 상담가 및 연구자는 이러한 성인 학습자

공을 위해 주요하게 파악해야 할 변인이라 할 수

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절박한 진로 요구들에 민

있으나, 지금까지는 국내 연구에서 대학생 및 청

감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소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으므

특히 직업에서의 부적응은 성인들의 신체적, 정서

로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될 필

적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가족생활에까

요가 있다.

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성인 학습자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

으며(Menaghan & Merves, 1984; William & Johansen,

로발달이 한 개인의 내적인 변인 즉 자신의 적성,

1985), 이에 진로전환단계에 직면한 성인 학습자

성격과 흥미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에게 적응적인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

니라,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

하는 것은 필요하다(Philips, 1997).

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

성인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는 면을 고려하면서 아울러 성인이라는 대상에

Super가 제안한 개인의 진로발달을 전 생애에 걸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쳐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이

있다.

고 연계적인 과정(life-span, life-space)이라는 관점을

최근 인구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의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er, 1990). Super 이론에서는

평생학습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재직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중심역할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질수

전직, 이직, 조기 퇴직으로 인한 진로역량개발의

록 적응적이라고 설명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성인 학습자는 직

성숙(career maturity)제안하였고, 진로과제에 대한

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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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 이질적인 집단으로

지만, 교육받을 시기, 결혼 및 출산의 적령기, 취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

업․승진 그리고 은퇴에 적절한 나이 등 이러한

로적응 및 관련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

사회적 나이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고 기대감이

하는 것은 개인적 특성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작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김헌수, 이난, 2006). 성인을

업이라 할 수 있다.

규정짓는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는 신체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준을 종합

규모가 큰 원격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

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Knowles(1980)도 ‘성인

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

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및 자신을 성인으로 인

서 성인학습에 적절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

식하는 사람 모두가 성인에 포함된다’고 하며 포

고 학습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바, 성인들의 평생

괄적으로 정의 내렸다. 결국 성인이란 생물학적

학습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데 주요한 역

의미에서 적정 연령에 도달한 자로서 사회적으로

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원격대학의 학

생산적인 일을 수행해 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습자는 체계적인 교육에 참여하여 학위나 자격증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

을 받을 수 있는 형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습

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권두

자로서 학습 및 진로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승, 조아미, 2006).

진로 미결정, 진로에 대한 불안감, 낮은 진로효능

근래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직업환경

감 등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

의 변화 역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불

다.(조성연, 문미란, 2007).

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가 다양한 연령과

인들에게 탄력성, 위험부담능력, 도전정신, 변화에

배경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

대한 동기 등을 요구한다.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

령, 성, 본인의 월수입, 학년을 선정하여 이러한

은 없으므로 성인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직업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

전환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응

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성

성을 높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

인 학습자의 진로성공을 위해 파악해야 하는 변

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2009년 6월

인인 진로적응성과 이와 관련된 자기조절적인 특

19일부터 6월26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성이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

진행한 기업 396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조기

하고자 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

퇴사율’에 대한 조사결과로,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유(복수응답)가 ‘직무적응 실패’(61.6%)와 ‘조직

이는 향후 성인학습자의 진로지원 및 상담시 고

적응 실패’(51.2%)로 나온 것으로 해당 기업들의

려해야 하는 주요 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인사담당자들은 답했다(취업포털 커리어, 2009).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되리라 본다.

직장인들이 직무나 조직 적응 실패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성인 진로

적응은 기업체 관리자 입장에서도 더욱 중요시되
고 있다. 성인 학습자는 특수한 진로 발달 요구들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과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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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으며(Healy & Reilly, 1989), 특히, 일반 대

환경 사이에서 추구하는 균형에 초점을 두었고

학생들과는 다른 구체적인 직업 문제와 관련된

(Goodman, 1994), 직업 역할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요구들을 가지게 된다(Miller & Winston, 1990). 실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과제들 그리고 일과 직무

제로도 성인 학습자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

조건의 변화로 야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적응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

들에 대한 대처 준비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

와 학습의 지속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앞으

후 많은 학자들이 진로적응성 구인에 관한 연구

로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항상 강박관념

를 진행했다. 또한 진로 전환 시에 성인의 대처방

에 쌓여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하

식과 관련하여 진로 적응성을 실제적으로 이해

는 고민이 들고 무기력해지며 점차 공부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Heppner, 1988;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고되고 있다(원

Savickas, 1997). Philips(1997)는 적응적인 진로의

격대학 이메일상담내용분석, 2007). 특히 성인학습

사결정과 관련된 진로 전환과정에 대한 이해가

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Goodman(1994)는 진로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교육방식을

담에서 성인 진로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

선호하고 있다. 실제 원격대학은 교육의 개방성과

으로 각 개인의 요구들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

형평성을 지향하고, 특히 여성, 저임금자, 실업자

다고 제안하였다.

들에게 교육 및 학습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Super의 진로발달과제와 관련하여 진로발달 현

평생교육과 정보화 시대에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단계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것과는 달리, 진로적응

성인들이 그들 생애 및 진로개발을 위해 선호하

성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하여 진로계획

는 원격대학에 재학중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

과 업무 책임의 변화에 적응하고 계획하는 능력

로관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인

에 관한 것으로 성인에게 보다 유용한 개념으로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직업전환 및 경력 개발을

평가되고 있다. 진로적응성은 성인 대상 진로상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역량개

접근 시 매우 유용한 구인이라 할 수 있으며, 진

발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인 진로적응성 에 대

로 상담가는 성인단계 특성상 예측가능하지 못한

한 이해가 요구된다.

상황에서도 진로를 계획 하고 또한 여러 가능성
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진로적응성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숙달할 필요가 있겠다.
Rottinghaus, Day와 Borgen(2005)의 연구에서도 적응

Super와 Knasel(1981)은 진로 적응성(career

적인 개인들이 보다 많이 노력하고, 자신의 진로

adaptability) 구인을 소개하면서, “업무와 업무환경

계획에 보다 편안함을 보고하며, 진로통찰력(career

의 변화에 대처하는 준비도”라고 정의하고 점차

insight)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보다 많이

늘어가는 직업전환에 직면하는 성인에게 적합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성인들의 진로성숙에

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로적응성 및 관

대한 보다 적절한 명칭으로도 진로 적응성(career

련 연구가 미비한 만큼, 점차 성인 진로지원에 대

adata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재탐색과 재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적응성

확립을 강조하고 개인이 일의 세계와 개인적

에 대한 연구는 성인 진로상담을 효과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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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

이다.

감은 그 자체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지
적 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인으로 나타났다(손은령, 손진희, 2005; 임은미, 이
명숙, 2003). 그리고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적 이론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공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 대한

적 행동의 결정인자이다(Ablel & Spurk, 2009). 즉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기학과 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학주(2000)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신

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진로

념으로 행동의 선택과 수행, 그리고 그 지속성에

결정효능감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요인은 서로 상

영향을 미친다. 자기조절적인 특성이 있는 진로결

관(.6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ckett과

정자기효능감은 그들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하

Betz(1981)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성차를 밝힌

는 능력에 관한 신념으로 진로적응을 촉진하는

연구에서 개인적 효능감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iffin & Hesketh, 2005;

로선택과 성공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Rottinghaus et al., 20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다

여성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

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했다. 또한 최근 성인 여성 진로 발달의 필요성에

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입각하여 진행된 연구로 이현림과 천미숙(2003)의

것으로 개인적인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연구결과 직업가치관 및 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성숙이 각각의 하위

갖게 해준다(Brown, Fisher, Good, Nord, & Solberg,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진로지도

1995). 그리고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와 상담 장면에서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자기효

가진 사람은 직업 탐색 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

능감을 병행하여 진로지도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

있게 된다(Luzzo, 1993).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

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대학생에게 적합

는 개인적 효능감은 특별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한 진로성숙보다는 성인 진로성공에 보다 적합한

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진로결정과 학업성취, 진로

개념인 진로적응성을 선택하여 관련성을 파악할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또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은 다른 진로관련 변인, 즉 직업적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흥미(Feehan & Johnston,1999), 진로정체감(Robbins,
1985), 진로탐색행동(Blustein, 1989), 진로방해

진로적응성은 일의 세계에서 직면하는 진로과

(McWhirter, Rashees, & Crothers, 2000), 그리고 진로

업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성숙(Patton & Creed, 200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변화하는 일 과업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과 태

보고되고 있다.

도의 면에서의 개인차에 중점을 둔다. 이는 성인

국내 연구들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

정, 진로준비행동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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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적응성을 개발하여 스스로 배우게 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접근이 현대 직업 환경
의 특성상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진로적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인 학습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
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성은 지역적 상황과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변인들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환경변화를 전제

방 법

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진로적응성의
기능은 자신의 직업적 행동을 조절하는 ‘조절전
략’으로 기능한다고 정의되면서 자기조절전략으

연구대상

로서의 진로적응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Savickas, 2005).

본 설문은 K원격대학의 홈페이지 설문시스템을

앞서 논의하였듯이, 자기조절적인 특성이 있는

통해 조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그들 업무를 조직하고 관

615명으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인 현

리하는 능력에 관한 신념으로 진로적응을 촉진하

황은 남자 25.5%, 여자 74,5%이며, 연령별로는 만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Griffin & Hesketh, 2005;

20세 미만 2.3%, 20대 35.1%, 30대 38.2%, 40대

Rottinghaus et al., 2005),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목

21.0%, 50대 3.4% 로 나타났다. 원격대학 입학자

표를 향한 인내에 영향을 주며, 진로선택, 직무수

원자들의 인적구성이 여학생이 전체 68.2%를 차

행, 직무태도와 구직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하고, 연령에서는 20세 이하의 학생이 5% 미만

다고 보고되었다(Betz & Klein, 1996). 또한 진로

이며 21세 에서 40세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 준비시기에 직업에 필요

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안종헌, 2008), 성인 원

한 사회인지적 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며(Mutton,

격대학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Brown, & Lent, 1991), 직장생활적응에 대한 영향

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기

력 있는 예측변인(Betz & Hackett, 1986)인 것으로

관에서 학습하는 성인 학습자 중 여성이 70%정

보고되었다.

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바와 일치하는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의 진로성공에 핵
심적으로 작용하는 진로적응성과 이와 관련된 자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4; 한
준상, 2001).

기조절적인 특성이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
인을 선정하여,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

측정도구

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여 성인 학

진로적응성 (Career Adaptability)

습자의 진로발달 및 성공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미래검사

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Career Futures Inventory; CFI)의 하위요인 중 진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적응성 문항(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Rottinghaus 등(2005)이 총 25문항, 5점 리커트 척

진로적응성에 차이가 있는가?

도로 개발한 CFI(Career Futures Inventory)를 최옥

둘째,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현․김봉환(2006)이 3가지 하위척도(진로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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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 현황 (인구통계학적 변인)
빈도

백분율

Scale; Taylor & Betz, 1983)의 50문항 중 Betz와

여자

458

74.5

Voyten(1997)가 선발한 총 25문항의 진로결정자

남자

157

25.5

만 20세 미만

14

2.3

20대

216

35.1

30대

235

38.2

40대

129

21.0

담전공 박사인 상담전문가 3인이 성인에게 적합

50대

21

3.4

한 내용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요인은

1학년

143

23.3

성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

2학년

91

41.8

하지 않았다. 진로탐색은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3학년

170

27.6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는지, 적성이나 능력

4학년

191

31.1

에 맞는 직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

100만원 미만

180

29.3

아볼 수 있는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30

37.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9

21.0

300만원 이상

76

12.4

전체

615

100.0

구분
성

연령

학년

평균
월수입
(본인)

(1978)의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상민․남숙
경․박희락․김동현(2007)이 국내 현실에 맞게 재
수정한 3요인 단축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
(CDSE-SF)를 사용하였다. 단, 교육학 및 심리학 상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취업면
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찾을 수 있는지
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진로결정은 관
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목
록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
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낙관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로 구성하여

지 등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척도에서 .84, 진로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결정 .88, 진로탐색 .75로 나타났다.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자신의 능력,
새로운 직무 책임들에 대한 편안함의 수준, 그리

분석방법

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진로 계획을 변화시킬
때 회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최옥현,

첫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기초분석을

김봉환(2006) 연구의 진로적응성의 Cronbach's α 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차한

수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와 VIF 값을 살펴보았다. 또 잔차분석을 통해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오차항들의 독립성을 확인하려고 Durbin-Watson통
계치, 산점도를 통한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둘째, 인구통계학적변인에 따른 진로적응성과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 진로탐색)의 차이를 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tes

석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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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분석(Scheffé)을 실시하였다.

예비분석결과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 진로탐색)
과 진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

먼저 다중 공선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차한계

석을, 변인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위해 진로적응

(tolerance)와 VIF 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는 .98

을 종속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

～.75, VIF는 1.01～1.3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진로탐색)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Durbin

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Watson 통계치는 1.99～2.11로 나타나 잔차와 관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순서를 이용한 산점도를 통해서도 독립성이 만
족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점도를 통해 등분산
가정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 과

표 2.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

N

M(SD)

남

157

23.59(3.69)

여

458

22.67(3.61)

N

M(SD)

만 20세 미만

14

22.79(3.60)

20대

216

22.81(3.98)

30대

235

22.84(3.46)

로

40대

129

23.04(3.48)

적

50대

21

23.90(3.40)

1

143

23.21(3.26)

2

91

22.40(3.74)

3

170

23.29(3.68)

4

191

22.77(3.63)

100만원 미만

180

22.14(3.70)

100만원-200만원 미만

230

23.25(3.58)

200만원-300만원 미만

129

23.15(3.65)

300만원 이상

76

23.27(3.58)

성

연령

진

응

학년

성

월평균수입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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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73**

F

Scheffé

.50

1.59

*

3.85

1<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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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적

고, 100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

응성의 차이

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 수입이 거의 없거나 미
미한 수준인 집단보다 월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
적응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

이상(100만원 이상)일 경우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석,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인구통
계학적 변인 중 성별(t = 2.73, p < .01)과 월평균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

수입(F = 3.85, p < .05)에 따라 유의미하게 진로

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 진로결정)의 차이

적응성이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
다, 월평균 수입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진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

로적응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검증

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 진로결정)의 차이를 알

결과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과 100

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 사후분석을 실

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

표 3.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탐색요인의 차이

성

연령

진
로
탐
색

학년

월평균수입

N

M(SD)

남

157

14.12(2.74)

여

458

13.27(2.78)

N

M(SD)

만 20세 미만

14

11.71(2.58)

20대

216

13.24(2.98)

30대

235

13.49(2.78)

40대

129

13.87(2.80)

50대

21

14.81(2.36)

1

143

13.17(2.69)

2

91

13.55(2.82)

3

170

13.75(2.78)

4

191

13.45(2.95)

100만원 미만

180

13.23(2.87)

100만원 -200만원 미만

230

13.41(2.98)

200만원-300만원 미만

129

13.57(2.77)

300만원 이상

76

14.18(2.56)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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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3.25**

F

Scheffé

**

3.49

1.07

2.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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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t = 3.25, p < .01)과 연령(F = 3.45, p < .05)

탐색(r = .36)과 진로결정은 진로탐색(r = .44)과

에 따라 유의미하게 진로탐색요인이 차이를 나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탐색요인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진로탐색

성인 학습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

요인의 차이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

에 미치는 영향

하면 사후검증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20세 미만
과 50대 집단이 다른 급간과 사례수의 차이가 크

성인 학습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진

(진로탐색, 진로결정)이 진로적응성에 대해 미치는

로결정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5와 같이 진로결정요인이 유의한 영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탐색, 진로결정)과 진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193.34, p <

적응성의 상관관계

.001), 진로결정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4%(R2 =
.24, p < .001)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요인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 사

포함시킨 후에도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이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성인

나타났고(F =109.65, p < .001), 전체설명력은

학습자의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

26%(R2 = .26, p < .001)로 2% 증가하였다. 이는

탐색, 진로결정)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

성인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진로탐색,

타냈다. 즉 진로적응성은 진로결정(r = .49), 진로

진로결정)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지는 것
을 나타낸다. 즉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

표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 진로탐색)과 진
로적응성의 상관관계
진로적응성

진로결정

진로적응성

1

진로결정

.49**

1

진로탐색

.36**

.44**

수록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짐을 보
여주는 것이다.

진로탐색

논 의
1

**p < .01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
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

표 5. 성인 학습자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

진로결정

.49

.49

13.91

진로결정

.41

.41

10.67***

진로탐색

.22

.17

4.47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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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adj-R2 )

F

.24(.24)

193.34***

.26(.26)

10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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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

이 성별에 따라 그 수준과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

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진로결정자기효

연구 결과와 관련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

능감이 여성의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는 주요변

다.

인이라는 결과(이은경, 2000), 여성이 낮은 수준의

첫째,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 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진로결정

령, 학년, 본인의 평균 월수입)에 따른 진로적응성

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김

을 알아본 결과, 성별과 월평균 수입에 따라 유의

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와 진로결정자기효능

미하게 진로적응성이 차이를 보였다. 성인 여자의

감이 성별 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경우 성인 남자보다 진로적응성이 낮게 나타나고

기학, 이학주, 2000; 임은미, 이명숙, 2003; 전경애,

있는데, 이는 성인 여성이 남성과 달리 육아 및

2004; Hackett & Bets, 1981)이다. 이들 연구의 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심하게는 여성의 경력

상은 청소년 및 대학생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성

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이 여성의 직업적응을 상대

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는 구체적

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추론해 볼 수

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진

있으며 추후 성인 여성 인력개발 면에서 이에 대

로탐색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월평

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탐색에

균 수입이 많은 성인이 수입이 적은 성인보다 진

대한 효능감 즉 선호하는 직업의 연봉, 적성이나

로적응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월평균 수

능력에 맞는 직업, 관련 기관과 기업, 관심 분야

입이 미미한 수준인 집단(100만원 이하)보다 적어

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면담 기회, 취업면접에 필

도 100만원 이상 일 경우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

요한 절차들에 대한 탐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타났다. 여기서 월평균 수입이란 가족 전체의 경

대한 효능감이 여자가 남자보다 낮다는 것으로

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

이는 성인 여성에게 구체적인 직업 및 진로 탐색

개인의 수입에 제한 된 것으로 자신이 일한 것에

에 대한 효능감 증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대한 차

보상 수준(월평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일 경

이가 유의미하게 해석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우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성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성인 대학생이 일반

학습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는 일을

대학생보다 높으며((Luzzo & Taylor, 1994), 성인 학

할 때 진로적응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해

습자의 진로 관심이 일반 대학생과는 다르게 구

준다. 또한 진로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체적인 직업 및 진로탐색에 있다는 선행연구

정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Miller & Winston, 1990)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 연

셋째, 성인 학습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

령, 학년, 본인의 평균 월수입)에 따른 진로결정자

위요인(진로탐색, 진로결정)이 진로적응성에 대한

기효능감(진로탐색, 진로결정)의 차이를 알아 본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진로탐색요인이 차

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4%로 나타났고, 또한 진로탐색요인을 포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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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전체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

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산되

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진로결정과 진로탐색

면서 성인 학습자의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

이 진로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망이며, 이들의 진로개발의 욕구는 매우 높게 나

알 수 있었다. 즉 진로를 선택하고 탐색하는데 대

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특화된 진로상담 프로그램

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일과 직무조건들

및 진로관련 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

속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대처해 나가는 진로

금까지는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진로

적응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러

관련연구들이 제한되어온 상황에서 진로에 대한

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동기적

관심과 진로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은 원격대학의

변인으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의 동기화와 유지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Anderson & Brown, 1997;

의를 가지며 앞으로 다양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

Creed, Patton, & Bartrum, 2004)과 직장생활적응에

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한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Betz & Hackett, 1986)

둘째, 직업전환이 활발한 시대에 직업환경에 유

인 것으로 보고된 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진

연하게 적응하여 개인적으로 진로개발을 도모해

로상담과정에서 주요하게 탐색되고 개입되어야

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인 학습자의 직업성공에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은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으

개념인 진로적응성을 선택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

로 개념화되었으며,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학업

계를 규명하였다. 이는 실제 국내 성인 학습자들

성취, 진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로 설명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초점을 두어야 하는 개인적 특성인 진로적응성을

또 Betz와 Voyten(1997)은 자기효능감 믿음이 진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모하는 연구라는 면에서

미결정의 최고의 예측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어,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자기조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업무 조직 및 관리

셋째, 성인학습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

능력에 관한 신념으로 작용하여 진로적응을 촉진

입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

하는 주요요인(Griffin & Hesketh, 2005; Rottinghaus,

가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적응성에

Day, & Borgen, 2005)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서는 성과 경제적 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

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들 변인

자의 진로적응을 돕기 위해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

효능감을 높이는 등의 신념에 대한 개입이 청소

는 것으로 성인 진로지원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년 및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에게도 적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
구의 의의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학습자의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첫째, 모든 자료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에 관한 학문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때, 본

는 것이다. 진로적응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

논문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노

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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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기보고 외에 개별면접 혹은 가족이나 친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공부하는 성인 학습자

구들에 의해 보고된 자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

들을 포함하는 후속연구와 더불어 그들의 진로욕

다. 추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진로상담 서비스가

질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인 학습자에게 대한

제공되는 방안들이 꾸준히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면밀한 파악을 바탕으로 진로적응 지원에 풍부하
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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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Demographical Varianc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of Adult Learners

Cho Sung-Yeun

Hong Ji-Young

Sejong University

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on the difference between demographical variances (gender, age, grade, and average income
per month)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as well. It also explored on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Participants were 615 students fro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areer Futures Inventor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and
demographical questionnaires were used during the research.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t-test, co-relation, and stepwise-regression were execu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adult learners' Career Adaptability is co-related with their gender and average income per month. Secondly, adult
learners' career exploration is co-related with their gender and age. Thirdly, the effect of adult learn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was significant.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adult learners'
career support counseling and program will have to be built up with regard to the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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