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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이 달라지는 지
와 남녀별로 학년의 증가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별(남자/ 여자), 학년(중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고려하여 표집한 1,550명의 자료를 가지고 이원변량분석과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진
로성숙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계획성, 자신지식, 진로행동 척도는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
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태도, 직업지식, 학과지식 척도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고,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독립성 척도는 어떤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
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동기 부족, 결단성 부족 척도는 성별과 학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직업지식부족, 자신지식부족 척도는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직선적 발달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직업지식,
학과지식, 진로행동의 3개 척도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직선적 발달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계획
성, 자신지식의 2개 척도였다. 2차 곡선형 발달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독립성, 태도의 2개 척도
였다. 직선적 및 3차 곡선형 발달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직업지식과 학과지식 척도였고, 직선적
및 2차 곡선형 발달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진로행동 척도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년별로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 정도 및 진로미결정 원인을 파악하여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성별 차이, 발달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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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
합, 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요약할 수 있으며,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
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이 발달과업의 인

중등학생 시절을 포함하는 청소년기에 해

지 및 수행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

결해야 할 발달과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만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따라서 진로

찰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성숙이란 연속적인 발달개념으로 간주할 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

있으며 부분적으로 각 발달단계에서 발달과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발달적 접근을

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

적용한 진로발달 혹은 진로성숙이라는 개념

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개인의 진로성

이 청소년을 위한 지로지도 및 진로상담에

숙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진로발달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진로성

진로발달이란 진로 및 직업선택이 생의

숙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결

한 개념은 진로결정이라는 개념이다. 실제

정이기 보다는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의 ‘과

적으로 진로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로결

정’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으로서 청

(Phillips & Pazienza, 1988). 즉 진로 및 직업

소년들이 성숙한 진로 의식을 바탕으로 실

의 선택이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단순한

제적인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사건이 아니라 발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

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진로결정과 관련

지는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나 성

된 연구들은 주로 진로결정 보다는 진로미

별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적인 내적 요소

결정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진로 선택

와 개인을 둘러싼 외적 조건 등을 토대로

을 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성숙이 아무

진로 및 직업선택을 계획․탐색․선택하는

리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이가 듦에 따라 발달하게 됨을 가

진로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적정한 진로발

정한다.

달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Super(1995), Crites(1978) 등으로 대표되는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진로성숙관련 연

진로발달이론들은 진로발달에서 중심적인 개

구는 진로에 대한 개인의 태도적인 측면만

념을 제안하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진로발달

을 측정하고 있어 실제 개인의 성숙정도가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각 시

진로결정과 어떠한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하

기마다 구체적인 과제들이 있어 다음 단계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을 파악

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들을 성공적

하기 위해 보다 통합적으로 개인의 진로발

으로 수행해아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

달정도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진로성숙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성숙이

한편, 상담장면에서 진로관련 문제는 다

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양한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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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과 결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

Ⅱ. 이론적 배경

다. 이를 위하여 각 내담자의 특성, 문제의
성격,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

진로성숙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자를 진단하고 그에 접합한 상담전략을 도

정의되고 있다. 진로성숙을 최초로 개념화

입하는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김봉환

한 Super는 진로성숙이란 ‘탐색기에서 쇠퇴

등, 2006)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보

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

다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이 도달한 위치’(Super, 1955, Ohler & Levin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진로지도 차원에서

son, 1994에서 재인용)라고 정의하였으며 진

초등학생은 진로인식단계, 중학생은 진로탐

로성숙이 일어나는 5가지 차원, 즉, ‘진로계

색단계, 고등학생은 진로준비단계(김충기, 지

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

용근 2002)로 구분하고 단계별 과업을 제시

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에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구분은

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개인의 진로성숙 정

교육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를 나타내었다. Crites(1978)는 Super(1955)

과제는 제시할 수 있으나 개인의 발달적 특

의 정의를 비판하고, 진로발달을 정도와 비

징을 고려한 상담이나 지도방향, 각 개인이

율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구성개념을 사

보이는 독특한 진로발달의 양상을 발견하기

용하여,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

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

보면 청소년중심의 포괄적인 진로지도 모형

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

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별, 성

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

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발달 특성을 파악하

력으로 정의하였다(Crites, 1978). Foud(1988)

여 각 단계별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

는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자신의 연령수준

다 현실적인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

에서 주어지는 진로관련 문제들에 대처할

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개

수 있는 준비도’로 개념화하였다. 이렇듯,

념으로 정의되는 진로성숙도와 진로미결정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용어로 정의

에 있어 성별, 학년별 차이와 발달적 경향

되고는 있으나 공통된 의미는 한 개인이 발

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달 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

2. 연구문제

비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진로성숙은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에서의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발달 경
향성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개인의 발달정도로서 진로성숙 수준은 내
적, 외적 요인의 차이로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적인 측면에서 성, 연
령, 학년등의 변인과 관계가 있어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것이라 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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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개인이 진로를 선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차이에 대해서도

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남녀의 진로선택이

라 진로성숙도 역시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 포부의 수준이 상이함을 의미한다. 또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년의 진급에 따라서 진로성숙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에 대해서는 다

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본 선행연구

양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

각의 연구에서 다른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

계, 실업계 및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일례로 심리 측정적 관점에서 진로미결

한 이명훈(200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세

정은 우유부단함과 같은 성격적 특성에서

종류의 학교 모두에서 진로성숙도의 능력영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개인 내적인 문제로

역인 직업세계 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 의

다루어지고 있으며, 발달적인 관점에서 진

사결정능력 등에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

로미결정은 직업을 결정하는 발달의 정상적

를 보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

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정의 문제이다. 그

도의 능력영역 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

러나 각각의 이론적 접근이 진로미결정의

타났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태도 영역에

단일한 측면에만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진

서 학년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도 인문계,

로미결정의 개념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

실업계 및 대안학교 모두에서 계획성, 독립

다. 또한 이러한 부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

성, 결정성에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적 정의로 인해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경

보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

험적 검사들은 진로미결정의 개인차를 측정

의 태도영역 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하는데 한정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났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와는 독립

발달을 살펴본 송현순(1997)의 연구 결과에

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간

하나의 개념으로 진로미결정을 정의한다는

의 진로성숙도 점수 차이보다 중학교 1학년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 중학교 2학년 간의 점수 차이가 더 큰

진로미결정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진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선(1988)은 고등학생

를 미결정한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의 진로의식 성숙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

부족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

라 의미 있게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김현옥

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

(1987)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성숙과 관련된 변인을 연구한 결과 학

진행해가는 중이라고 간주되며 이들은 진로

년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늘고

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큰 압박을

직업정보에 많이 접하게 되며 문제해결능력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직업의 세

이 커진다고 하였다. 장인규(1998)의 연구에

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서는 학년에 따라 태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

를 얻을 때까지 결정의 과정을 연기한 사람

으나 능력 면에서 3학년이 1학년에 비해서

으로 보는 반면,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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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 뿐 만 아

인의 진로성숙수준은 성별의 차이보다는 직

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을 못

업선호성이나 직업훈련 도는 성격, 흥미, 능

하도록 하는 어떤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

력 등의 개인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하

으로 간주된다(Hartman, Fuqua, & Hartman,

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1983). 따라서 진로결정 요인을 결정과 미결

하였다(권영조, 1990; 조한규, 1997). 다만 여

정으로 구분하고, 미결정의 원인을 진로발

성의 진로발달 과정이 남성에 비해 더 복잡

달로 인한 진로미결정과 성격적인 원인으로

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남성과 같

인한 진로미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으

은 진로발달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다는 점에는 많은 연구들이 일치하는 결과

개인의 진로성숙이나 미결정에 영향을 주

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아라, 2006).

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은

구체적으로 여학생 스스로의 성고정 관념과

자아개념, 지능, 내외통제적 신념과 같은 심

주변의 성차별적 태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

리적 변인 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 남학생에 비해 적은 진로행동 시도의 기

같은 외적 환경, 학년이나 성과 같은 개인

회와 부족한 격려(Hacket & Betz, 1981), 낮

특성 등으로 구분된다(김충기, 주천일, 1987;

은 효능감(양난미, 2006), 높은 진로장벽과

김충기, 지용근, 2002; 서재복, 2001; 신은영,

낮은 진로포부(이아라, 2006) 등이 부정적

김누리, 2004; 조장희, 2002). 이승국(2003)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지해오고 있다.

최근 세계 선진국의 진로발달 요인에 관한

이들 결과들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진로성

연구는 종전의 능력, 흥미, 성, 환경적 요인

숙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분명한 차이가

등의 변인에서 흥미, 진로포부수준, 진로자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그

아효능감 등의 영역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차이가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진로성숙도, 남여 성차, 인종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

과 같은 변인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적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기존의 청소년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진로발달의 차원

발달이라 칭하던 포괄적 영역을 초등학생,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세분화하여

려해야 한다. 첫째, 보다 통합적인 진로발달

각각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진로상담에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 뿐만 아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김경

니라 진로미결정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식, 2007; 김자옥, 2006; 박성미, 이순화,

한다. 둘째, 각 단계별 현실적인 진로상담

2004; 천광철, 2006). 그러나 진로성숙도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특징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

세분화하여 학년별로 파악해서는 대상별 특

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징을 세분화하여 성별, 학년별로 파악되는

국내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성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각 단계별 대

숙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천광

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년과 성

철, 2006, 재인용).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개

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나타나는 발달의 경

928 敎育心理硏究 (第21卷, 第4號)

검사의 하위검사 중 일부이다. 진로발달검

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는 진로성숙검사와 진로미결정검사의 두
가지 검사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Ⅲ. 연구방법

각각의 검사에 포함된 하위 척도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가. 진로성숙검사
본검사는 학교급(중학교/일반계 고등학교),

진로성숙검사는 진로태도 및 성향을 측정

성별(남/녀), 학년(중학교 2/중학교 3/일반계

하는 3개 척도인 계획성, 독립성, 태도 척도

고등학교 1학년/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등

와 진로 관련 지식을 측정하는 3개 척도인

을 고려하고, 지역(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

자신지식, 직업지식, 학과지식 척도, 진로행

강원) 및 학교의 수준(상/중/하) 등을 참고하

동을 측정하는 1개 척도인 진로행동 척도로

여 목적적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총 1,573명

총 7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척

이 표집되었는데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도 중에서 직업지식, 학과지식 척도는 정답

을 한 23명의 자료를 제거하고 1,550명의

이 있고 각 문항별로 1점씩이 부여되는 척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학교급 별로는

도였고, 나머지 척도들은 Likert 형태의 6점

중학교 832명(53.72%), 일반계 고등학교 718

척도였다. 각 하위척도별 측정내용, 문항수

명(46.38%)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752

및 척도별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

명(48.58%), 여학생 796명(51.42%), 표시하지

다. 신뢰도에 대한 자료는 진로발달검사 개

않는 학생이 2명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발 연구 시 산출된 자료로 일에 대한 태도

2학년 434명(28.04%), 중학교 3학년 398명

척도를 제외하고는 .60이상의 신뢰도를 보

(25.71%), 고등학교 1학년 413명(26.68%), 고

였다. 김봉환, 김아영, 이은경, 차정은(2007)

등학교 2학년 305명(19.70%)이었다(<표 1>).

은 진로성숙검사의 공인타당도와 구인타당
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

2. 측정도구

발원(2002)이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의 유
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하위검사와의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한국고용

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구인들 간의 상관이

정보원(2006)에서 용역 의뢰하여 본 연구팀

.52-.70로 나타나 공인타당도의 증거를 보여

이 개발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친 진로발달

주었다. 또한 구인타당도 검증의 한 가지

<표 1> 연구대상
중2학년

중3학년

고1학년

고2학년

합계

남자

166 (10.72)

264 (17.05)

134 ( 8.66)

188 (12.44)

752 (48.58)

여자

268 (17.31)

132 ( 8.53)

279 (18.02)

117 ( 7.56)

796 (51.42)

전체

434 (28.04)

398 (25.71)

413 (26.68)

305 (19.70)

1,54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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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

척도인 직업갈등, 외적갈등 척도로 구성되

시 RMSEA가 .070-.088사이로 적절한 결과를

어 있다. 각 척도들은 Likert 형태의 6점 척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척도별 측정내용,
문항수 및 척도별 신뢰도는 <표 2>에 제

나. 진로미결정검사

시되어 있다. 신뢰도에 대한 자료는 진로발

진로미결정검사는 성격요인을 측정하는 2

달검사 개발 연구 시 산출된 자료로 모든

개 척도인 동기, 결단성 척도, 정보부족요인

척도에서 .60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김봉

을 측정하는 2개 척도인 직업지식부족, 자

환 등(2007)은 진로미결정검사의 공인타당도

신지식부족 척도, 갈등요인을 측정하는 2개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김동준(1997)이 개발

<표 2> 진로발달검사 하위검사(진로성숙검사/진로미결정검사)의 측정내용, 문항수, 신뢰도
하위검사

측정구인

하위척도
계획성

진로태도 및
성향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진로성숙
자신지식

검사
진로지식 및
능력

직업지식

학과지식
진로행동
성격요인

계획의 정도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
는 정도
직업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의 정도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 등 개인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직업에 대한 지식 및 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학과에 대한 지식 및 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선택할 수 있는 능력

5문항

.72

5문항

.64

5문항

.52

6문항

.71

20문항 .71

20문항 .76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정도

6문항

.80

동기부족

진로를 탐색, 계획하고자 하는 동기 부족

6문항

.81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정도

6문항

.81

7문항

.81

6문항

.71

결단성부족

정보부족

부족

요인

자신지식

정검사

진로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문항수 신뢰도

진로행동

직업지식
진로미결

측정내용

부족
직업갈등
갈등요인
외적갈등

개인이 지각한 직업과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진로결정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능력, 흥미, 성격,
가치 등 특성에 대한 주관적 이해 부족
성역할, 능력 및 신체적 조건과 선택가능한
직업간의 갈등
주요 타인, 사회-경제적 문제, 실업문제나 사
회전망과 관련된 문제와의 갈등

5문항

.74

6문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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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로미결정검사의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

적, 2차 곡선적, 3차 곡선적)을 보였는지를

는 하위검사와의 상관이 .48-.60사이로 나타

확인하기 위해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났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RMSEA
가 .069-.091사이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

Ⅳ. 연구결과

용한 진로성숙검사와 진로미결정검사의 타
당도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 및 진로미
3. 분석방법

결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세부적 연

성별 및 학년에 따라서 진로성숙검사의

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위척도와 진로미결정검사의 하위척도들의

되었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

평균들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

및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및 학년별에

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따른 진로성숙검사의 기술 통계치는 <표

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 진로성숙 하위 요

3>과 같았다.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독립

인에서 서로 다른 양상의 발달 경향성(직선

성, 태도, 자신지식 척도는 비교적 높은 평

<표 3> 성별X학년별 진로성숙검사 기술 통계치
구분

하위척도
계획성

독립성

태도
진로
성숙

자신지식

검사
직업

학과

진로행동

중2

중3

고1

고2

남자

3.84 (.89)

3.77 (.84)

3.71 (.91)

3.81 (.91)

여자

3.73 (.96)

3.94 (.82)

4.02 (.95)

4.18 (.89)

남자

4.35 (.80)

4.21 (.83)

4.30 (.99)

4.34 (.83)

여자

4.35 (.80)

4.42 (.75)

4.42 (.86)

4.23 (.81)

남자

4.46 (.71)

4.52 (.80)

4.42 (.80)

4.34 (.82)

여자

4.64 (.72)

4.79 (.59)

4.80 (.64)

4.59 (.77)

남자

4.53 (.75)

4.47 (.75)

4.51 (.75)

4.39 (.79)

여자

4.47 (.73)

4.58 (.77)

4.61 (.80)

4.70 (.70)

남자

.71 (.16)

.71 (.16)

.75 (.14)

.79 (.15)

여자

.74 (.14)

.75 (.14)

.80 (.11)

.80 (.12)

남자

.68 (.18)

.68 (.18)

.72 (.16)

.76 (.16)

여자

.72 (.15)

.74 (.14)

.80 (.13)

.80 (.12)

남자

3.18(1.03)

3.15(1.02)

3.33(1.12)

3.39(1.00)

여자

3.08(1.11)

3.66 (.91)

3.71(1.03)

3.8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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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보이고 있으나 계획성이나 진로행동

식 척도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

척도는 비교적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진

보다 모든 학년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로성숙 차원에서 태도와 자신지식과 관련된

있었다. 독립성 척도는 여학생의 점수가 모

영역은 비교적 성숙해 있으나 직접적으로

든 학년에서 같거나 약간 높은 양상을 보였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은 아

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아

직 미숙한 면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진

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행동 척도의 경우 다른 척도들에 비해 큰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검사의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술 통계치는 <표 5>와 같았다. 기술 통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계치를 살펴보면 동기, 자신지식부족, 외적

않은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것을 확

갈등 척도는 비교적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

인할 수 있다.

어, 동기부족, 자신지식부족, 외적갈등은 진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검사의 이

로미결정의 큰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변량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진로성

결단성 부족, 직업지식부족, 직업갈등이 진

숙검사 중에서 계획성, 자신지식, 진로행동

로미결정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

척도는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와 성별 및 학

악된다.

년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태

계획성이나 진로행동 척도는 비교적 낮은

도, 직업지식, 학과지식 척도는 성별 및 학

평균을 보이고 있어 진로성숙 차원에서 태

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

도와 자신지식과 관련된 영역은 비교적 성

별과 학년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독립

숙해 있으나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성 척도는 어떤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것과 관련된 영역은 아직 미숙한 면이 드러

학년별 차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Scheffé방

난 것으로 보인다. 진로행동 척도의 경우

법을 적용하여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

다른 척도들에 비해 큰 표준편차를 보이고

다. 태도 척도는 고 2가 중 3과 고 1 보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진로행동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골고

지식 및 학과지식 진로행동 척도는 중 2,

루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 3이 고 1, 고 2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미결정검사의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진로

좀 더 자세한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미결정검사 중에서 동기 부족, 결단성 부족

위해서 성별과 학년별 척도점수 평균을 활

척도는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와 성별 및 학

용하여 [그림 1]에서 [그림 7]과 같이 그래

년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직

프를 작도하였다. 계획성, 자신지식, 진로행

업지식부족, 자신지식부족 척도는 성별의

동 척도는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주효과와 성별 및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점수가 더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부터는 여

유의하였다. 직업갈등 및 외적갈등 척도는

학생의 점수가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을

학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학년별 차이

확인할 수 있었다. 태도, 직업지식, 학과지

에 대한 검증을 위해 Scheffé방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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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로성숙검사 이원변량분석표(성별X학년)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직업지식

학과지식

진로행동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cheffé 검증결과

성별

11.75

1

11.75

14.40***

남 < 여

학년

7.49

3

2.50

3.06*
5.05**

성별X학년

12.37

3

4.12

오차

1257.12

1540

.82

전체

1287.04

1547

성별

1.03

1

1.03

1.49

학년

1.27

3

.42

.61
2.24

성별X학년

4.66

3

1.55

오차

1067.44

1540

.69

전체

1076.07

1547

성별

25.34

1

25.24

46.90***

학년

6.40

3

2.13

3.96**

성별X학년

2.19

3

.73

1.34

오차

828.77

1540

.54

전체

866.53

1547

성별

4.87

1

4.87

8.44***

학년

.78

3

.26

.45**
3.46*

성별X학년

5.99

3

2.00

오차

889.18

1540

.58

전체

900.60

1547

고2 < 중3, 고1

남 < 여

성별

.30

1

.30

14.61***

남 < 여

학년

1.28

3

.43

20.80***

중2, 중3 < 고1, 고2

1.74

성별X학년

.11

3

.04

오차

31.51

1540

.02

전체

33.57

1547

성별

1.02

1

1.02

42.13***

남 < 여
중3, 중2 < 고1, 고2

학년

1.53

3

.51

21.14***

성별X학년

.07

3

.02

.95

오차

37.19

1540

.02

전체

40.28

1547

성별

34.99

1

34.99

33.15***

남 < 여

학년

50.12

3

16.71

15.83***

중2, 중3 < 고1, 고2

7.33***

성별X학년

23.21

3

7.74

오차

1625.46

1540

1.06

전체

1738.88

154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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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X학년별 계획성 그래프

[그림 2] 성별X학년별 독립성 그래프

[그림 3] 성별X학년별 태도 그래프

[그림 4] 성별X학년별 자신지식 그래프

[그림 5] 성별X학년별 직업지식 그래프

[그림 6] 성별X학년별 학과지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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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성별X학년별 진로행동 그래프

<표 5> 성별X학년별 진로미결정검사 기술 통계치
구분

하위척도
동기부족

결단성부족

진로

직업지식부족

미결정
검사

자신지식부족

직업갈등

외적갈등

중2

중3

고1

고2

남자

2.20 (.84)

2.09 (.87)

2.19 (.93)

1.97 (.88)

여자

1.92 (.79)

1.68 (.59)

1.70 (.64)

1.68 (.70)

남자

3.36 (.89)

3.64 (.97)

4.00(1.06)

3.66 (.96)

여자

3.66 (.97)

3.85 (.97)

3.89(1.08)

3.80(1.04)

남자

3.26 (.82)

3.45 (.85)

3.50 (.99)

3.50 (.91)

여자

3.52 (.88)

3.23 (.84)

3.26 (.98)

3.32 (.94)

남자

2.47 (.75)

2.53 (.75)

2.49 (.75)

2.61 (.79)

여자

2.53 (.73)

2.42 (.77)

2.39 (.80)

2.30 (.70)

남자

3.64(1.01)

3.67 (.93)

4.27 (.87)

4.02 (.92)

여자

3.80 (.97)

3.74 (.92)

4.07(1.03)

4.09(1.02)

남자

2.77 (.84)

2.91 (.83)

3.00 (.83)

2.94 (.74)

여자

2.86 (.78)

2.87 (.76)

2.95 (.83)

3.05 (.76)

여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동기 부

다.

족 척도는 고 1, 고 2가 중 3에 비해 낮은

좀 더 자세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단성 부

별과 학년별 척도점수 평균을 활용하여 [그

족 척도는 중 2, 중 3, 고 2가 고 1에 비해

림 8]에서 [그림 13]과 같이 그래프를 작도

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였다. 동기부족 척도는 남학생의 점수가

직업갈등 척도는 중 3, 중 2가 고 2, 고 1에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의 점수에 비해 높은

비해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양상을 보였지만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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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진로미결정검사 이원변량분석표(성별X학년)

동기부족

결단성
부족

직업지식
부족

자신지식
부족

직업갈등

외적갈등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cheffé 검증결과

성별

47.23

1

47.23

75.69***

여 < 남

학년

11.08

3

3.69

5.92***

고1, 고2< 중2

1.52**

성별X학년

2.85

3

.95

오차

960.93

1540

.62

전체

1020.09

1547

성별

6.29

1

6.29

6.37*

남 < 여

학년

35.63

3

11.88

12.04***

중2, 중3, 고2 < 고1

2.98*

성별X학년

8.81

3

2.94

오차

1519.12

1540

.99

전체

1564.68

1547

성별

3.16

1

3.16

3.89*

학년

.82

3

.27

.34

성별X학년

16.24

3

5.14

6.65***

오차

1252.88

1540

.81

전체

1273.22

1547

성별

4.87

1

4.87

8.44**

학년

.78

3

.26

.45
3.46*

성별X학년

5.99

3

2.00

오차

889.18

1540

.58

전체

900.60

1547

성별

.22

1

.22

학년

60.47

3

20.16

21.66***
2.29

여 < 남

여 < 남

.24

성별X학년

6.39

3

2.13

오차

1433.49

1540

.93

전체

1498.61

1547

성별

.27

1

.27

.43

학년

7.39

3

2.47

3.84**

성별X학년

1.90

3

.63

.40

오차

989.29

1540

.64

전체

997.40

1547

중3, 중2 < 고2, 고1

* p<.05, ** p<.01, *** p<.001

2학년 때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중학

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더 낮은 것

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큰 차이

으로 나타났다. 직업지식부족과 자신지식부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단성 부족 척

족 척도는 중학교 2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남

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남학

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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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성별X학년별 동기부족 그래프

[그림 9] 성별X학년별 결단성부족 그래프

[그림 10] 성별X학년별 직업지식부족 그래프

[그림 11] 성별X학년별 자신지식부족 그래프

[그림 12] 성별X학년별 직업갈등 그래프

[그림 13] 성별X학년별 외적갈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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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직업갈등 및 외적 갈등은 남녀

남에 따라서 점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

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드는 양상을 보였다. 직선적 및 3차 곡선형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발달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직업지식과
학과지식 척도로 전반적으로는 직선형의 양

2. 진로성숙검사 하위요인의 학년별 발달경향

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

성 분석 결과

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큰 변화를 보여
2번의 꺾임이 있는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성숙 및 진로

있다. 직선적 및 2차 곡선형의 발달경향성을

미결정의 하위요인 간에 어떠한 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진로행동 척도이다. 이 척도는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경

전반적으로는 직선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향 분석은 중학교

학년의 증가에 따라 발달의 경향성이 완만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

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2학년의 4개 학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 7>에서와 같이 직교대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직선적 경향, 2차 곡선적 경향, 3

Ⅴ. 종합논의

차 곡선적 경향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와 진로미결정이 성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향성도 보이

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지 않은 척도는 계획성, 태도, 독립성, 자신

검토하고 진로발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지식의 4개의 척도였다. 이들 척도는 진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1,550명으로 남학생

성숙 정도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한 척도들로

752명, 여학생 796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써 학년이 증가하더라도 특정한 양상은 보이

중학교 2학년(434명), 중학교 3학년(398명),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적 발달경향

고등학교 1학년(413명), 고등학교 2학년(305

성을 보인 척도는 직업지식, 학과지식, 진로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행동의 3개 척도였다. 이들 척도는 측정된

본 연구결과 첫째, 독립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능력 수준이나 진로행동의 실천 정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여자의 점

도는 반영하는 것으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수가 남자의 점수보다 높아 여자의 진로성

객관적인 지식수준이나 진로행동 수준은 적

숙도의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성, 자신지식, 진로행동척도는 학년

여학생의 경우에는 직선적 발달경향성을

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

보인 척도는 계획성, 자신지식의 2개 척도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계획성과 자신지식의

2학년에서는 남자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중

점수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차 곡선형

학교 3학년부터는 여자의 점수가 더 높아지

의 발달경향성을 보인 척도는 독립성, 태도

는 양상을 보였다. 일에 대한 태도, 직업지

의 2개 척도였다. 이 척도들은 학년이 늘어

식, 학과지식에서는 여자의 점수가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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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진로성숙검사 하위요인의 학년별 발달경향성 분석 결과
하위척도

성별
남자

계획성
여자

남자
독립성
여자

남자
태도
여자

남자
자신지식
여자

남자
직업지식
여자

남자
학과지식
여자

남자
진로행동
여자
* p<.05, ** p<.01, *** p<.001

분산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자승합
.20
1.20
.24
16.56
.08
.41
.02
1.44
.71
1.12
2.79
.17
1.86
.69

자유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평균자승
.20
1.20
.24
16.56
.08
.41
.02
1.44
.71
1.12
2.79
.17
1.86
.69

F
.25
1.55
.31
19.42***
.10
.48
.03
1.98
.98
1.70
4.22*
.25
.08
1.02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2
.17
5.85
.04
1.27
.18
.67
4.30
.01
.25
.79
.06
.01
.44
.02
.08
.76
.06
.02
.68
.01
.08
5.75
.33
1.05
47.84
7.48
3.7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2
.17
5.85
.04
1.27
.18
.67
4.30
.01
.25
.79
.06
.01
.44
.02
.08
.76
.06
.02
.68
.01
.08
5.75
.33
1.05
47.84
7.48
3.60

.51
.37
12.56***
.08
2.20
.32
1.17
7.45**
.03
.43
32.40***
2.49
.30
26.04***
1.30
4.99*
25.05***
1.82
.65
36.75***
.71
4.07*
5.37*
.60
.98
45.96***
7.1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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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에 있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로상

어서 자신의 진로방향을 위한 사전준비와

담분야는 남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

계획을 하는 정도, 일이 갖는 의미와 중요

위를 갖는다고 여겨지는 여학생들을 위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 자신과 직업,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본

학과에 대한 지식의 정도, 진로계획을 실천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진로발달에서 나타나

하고 확인하는 정도에 있어 남학생에 비해

는 차이를 고려할 때 대부분 진로탐색에 초

여학생이 보다 높은 성숙수준을 보인다고

점을 맞춘 현재의 프로그램을 벗어나 보다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계

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남

획,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수용, 그리

학생들의 계획성이나 직업지식, 진로행동이

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준비하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는 행동이 보다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높은 진로성숙도에도

측은 중학교 2학년 시점이 사춘기의 시작과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맞물리는 점, 청소년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보다 낮은 지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

빈번한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라서 이러한 여성의 진로발달 현상을 이해

는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변화와 함께 수반

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 장기적인

되는 다양한 정서적 변화를 겪으면서 진로

진로동기, 진로선택과정의 지각된 진로장벽,

발달에서 그 성숙의 정도가 주춤하는 것은

낮은 진로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

하는 최근의 연구결과들(김은영, 2001; 손은

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 자료를 통해

령, 김계현 2002; 양난미, 2006; Swanson &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Tokar, 1991)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학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생에 대

생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해서도 성별 양상을 검증하여 할 것이다.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탐색과 함께 진

발달이란 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로문제에서의 어려움을 스스로 대처할 수

보다는 이전의 발달단계에서부터 지속되는

있는 효능감이나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요인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들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훈련

둘째, 진로미결정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생에 비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고자 하

다.

는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편, 남학생들을 위해서는 진로성숙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 차

기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이해를

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단성에 있어서

중심으로 하는 진로탐색활동, 진로나 직업

는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여학생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로정보활동, 자

이 남학생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신의 지식과 정보를 진로와 관련하여 설계

나타나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결정을 잘

하는 진로 계획 활동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특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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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은 자신과

방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학생들의 부모가

직업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중학교 2학년을

앞으로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나 이에

제외하고는 여학생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대한 준비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교육시

나타났다. 성역할이나 능력, 신체적 조건과

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학생

선택 가능한 직업 간의 갈등이나 주요 타

들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인, 사회경제적 문제, 사회전망과 관련된 외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하

적갈등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는 없었고,

여 개인이 진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동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들 갈등은 증가하는

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남학생들의 계획성이

셋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성숙 하

나 자신지식, 진로행동이 여학생에 비해 낮

위요인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하

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아울러 이들을 위한

기 위하여 성별 경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남학생의 진로탐색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직업

이나 계획과 관련된 개인의 동기를 높이는

지식, 학과지식, 진로행동의 수준이 높아지

전략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학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성, 일에 대한 태

교나 상담실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로상

도,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독립성, 자신에 대

담 프로그램들은 진로탐색, 진로정보, 진로

한 이해 정도는 어떠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들

았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때 남

을 위한 진로지도에서는 진로관련 동기를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일에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기 이전에 직업

합적인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과 이를 위한 진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과 고

행동 시도가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학교 1학년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실제로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에게 높은

보다 큰 차이로 동기부족 수준이 나타난 현

지위의 직업이나 성공을 기대하거나 상위의

상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그 원인을 밝

진학을 요구하는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 결

혀야 할 것이다.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개

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진

인의 불안, 통제소재 등이 연관되어 있음(홍

로상담의 개입이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하거

혜경, 1998)을 고려할 때 사춘기 청소년들의

나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치중

정서적 흥분과 불안정성 등을 한 가지 요인

되어 있었던 진로상담분야에 보다 구체적

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는 알파걸과 같은 여학생들의 성취수준

즉 진로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자신에

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세태와 관련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김봉환

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등, 2006)임을 고려할 때 남학생들을 위한

앞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

진로상담을 진행할 때 자신의 능력, 흥미,

시되는 남학생보다는 직업인을 선택해도 무

가치 등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941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심리

첫째, 진로성숙의 경향성은 지역별로 다른

검사 결과에 대한 보다 신중한 상담과 이에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이 속해있

대한 활용방안, 자신에 대해 내성적 성찰을

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기법의 사용,

수 있는 진로발달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

미래의 직업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촌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가정

있도록 삶에 대한 관점의 성찰을 위한 기법

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나타

의 사용 등에 대한 상담 접근에 대한 논의

나는 진로의 발달경향성을 고려하여야 할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에

것이다. 둘째, 진로발달은 개인의 연령별,

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진로에 대한 계획성

성별 특성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

과 자신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독립성, 일

는 이들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연령과 성별

에 대한 태도는 2차 곡선형의 발달경향성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파악하

보여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준이 높아

지 못하였다. 셋째, 분석된 자료는 중학교 2

지다가 다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

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반 청소년

에 대한 지식과 학과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

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 실업계 고교,

으로 직선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

학교 밖 청소년, 우수청소년 등 대상별로

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세분화된 진로발달 경향성을 파악하여야 할

때 큰 변화를 보여 3차 곡선형의 발달경향

것이다.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행동척

본 연구는 1,550명이나 되는 방대한 전국

도는 전반적으로 직선형의 양상을 보이고

적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대부

있지만 학년의 증가에 따라 발달의 경향성

분의 진로관련 연구들이 제한된 표본을 대

이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상으로 진행되어 일반화하기 어려웠던 문제

되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진로발달의 경향

점을 전국적 표본을 사용하여 보완하려고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올바른 가

하였다. 또한 진로 발달적 측면을 보다 정

치관을 기초로 보다 장기적으로 진로행동과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진로성숙 뿐만 아니

연결시킬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행동적

라 진로행동과 연결되는 진로미결정을 함께

인 상담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려하였다. 이는 진로성숙의 태도적인 차

러한 결과는 여성의 진로관련 연구들에서

원만을 파악하여 이를 실제 진로행동과 연

주장하듯이 여성들이 지각하는 진로장애가

결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영향력이 남성에 비해

기 위해 보다 통합적으로 진로발달에서의

훨씬 크기 때문에(손은령, 김계현 2002; Swa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년별로

nson & Gore, 2000)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하여 차

벽과 진로행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가 있다.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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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진로상담에서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인의 진로발달
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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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Trend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among Adolescents
Jungeun Cha․Ahyoung Kim․Eunkyoung Lea․Bonghwan Kim

The aims of this investment were to explore whether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and developmental
changes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levels among adolescents. To accomplish these aims, data
from a national sampl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wo-way ANOVA and trend
analysis. The data consists of responses to questionnaires assessing career maturity and indecision levels of
1,550 students from second and third grade in middle schools and from first and second grade in high
schools. The results of ANOVA for career maturity subscale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and grad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the two in planning, self-knowledge, and career-related
behavior subscales of career maturity scale. Also gender and grade main effects were significant in attitude
toward work, knowledge on jobs, and knowledge on college majors subscales. The results of ANOVA for
career indecision subscale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gender and
grade in lack of motivation and in lack of decisiveness subscale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gender in lack of knowledge on jobs and knowledge on self subscales, an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gender and grade in lack of knowledge on jobs and knowledge on self subscales.
There were linear developmental trend in the knowledge on jobs, knowledge on self, and career-related
behavior among male students. As for the female students, only in the planning and self-knowledge
subscales the linear trend appeared. There were quadratic trends in the independence and attitude
subscales, and cubic trends in the knowledge on jobs and knowledge on college majors subscales. In the
career-related behavior subscales, both the linear and quadratic tren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lications from the present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applicability in career counseling.
Key words : career maturity, career indecision, gender difference, developmental trend, career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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