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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진로 결정으로 이끄는 진로 관련 가치 중의 하나로 주목 받기 시작한 소명이
진로태도성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일
희망이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남녀 대학생 493명을 대상으로 소명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단축형, 일희망 척도, 진로태도
성숙척도를 포함하는 설문지를 실시하여 Baron과 Kenny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
다. 연구 결과,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일희망이 매개효과를 나
타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과 더불어 추후 연구를
위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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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진로 선택의 문 앞에서 방
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 8월 발표
된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생들
의 졸업 후 취업률은 58.6%에 불과하며(교육과학
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통계청이 발
표한 작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
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경기의 불안정과 고용침체 같은 외부적인 현실과
더불어,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또 다른 교
육 기관을 선택하며 실질적인 직업 현장에 뛰어
들기를 보류하는 현상은 요즘 세대의 주목할 만
한 이슈이다. 이렇게 현대에 와서 청년들의 진로
고민이 늘어난 것은 청년기와 결혼 사이의 간격
이 넓어져 일을 탐색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지난 세기에 비하여 더 많아졌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Arnett, 2004).
중요한 진로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길 중의 하
나는 일에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
에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려는 열망이 진로 결
정 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뿐더러(Lips-Wiersma,
2002; Young & Valach, 2004), 더 나아가 긍정적
인 일 수행, 직업 만족, 안녕감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Isaksen, 2000;
Wrzesniewski & Dutton, 2001)은 일에서 의미를 추
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진로 결정에 중요함을 시
사한다. 최근 서구에서는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
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소명(Calling)에 대한 연구
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소명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
적의식(Dik & Duffy, 2009)을 말한다. Dik과
Duffy(2009)는 소명의 개념을 세 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했는데, 자신을 넘은 존재로부터 경험하는

초월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 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넓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시키는
‘목적/의미(purpose/meaning)’, 마지막으로 동기의 주
요한 원천으로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지
니는 ‘친사회적 지향(prosocial orientation)’이 그것이
다. 5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Duffy와 Sedlacek(2010)의 연구 결과, 40% 이상이
특정 진로에 대하여 소명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은 소명이 중요한 진로 관련 가치로 떠오르
고 있음에 주목하게 한다.
소명은 특히 대학생 시기에 진로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기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을 위해 구체적인 탐색을 하고, 세부적인 계
획을 세우는 단계(Super, 1953)이기 때문이다. 소명
이 있는 사람들은 진로 결정에 앞서 긍정적인 모
습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진로
태도를 지니게 함을 예측할 수 있다(Duffy &
Sedlacek, 2007). 그러나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소명이 종교적 의미에만
해당하는 낯선 개념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화도 최근에 이루어져
(심예린, 2010)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서구의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로 주
목받는 소명이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에서 진로태
도성숙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진로태도성숙의 개념에 대하여 한국적 특성을
잘 반영한 이기학(1997)은 5가지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지 측정하는 ‘결정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
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
도를 나타내는 ‘준비성’,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성’, 진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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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장래전망 등과 같
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 개발, 대
인관계 등과 같은 측면을 선호하는 ‘목적성’, 자
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
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확신성’으로
구분된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해 소명이 있는 사람들
이 진로 결정에 있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Duffy와 Sedlacek(2007)
의 연구에서 소명이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
미와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진로 결정에 편안함을
느끼며, 그들이 갖고자 하는 특정 직업이나 일에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기학(1997)이
제시하는 진로태도 중 결정성과 확신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과 같다. 또한 Hirschi(2011)는 소명
군집 분류 연구에서 소명 집단을 일 중심적이지
만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는 낮은 집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헌을 하려는 종교적 집
단, 일 중심적이나 종교성은 낮은 집단의 세 가지
로 나누었는데, 모든 집단에서 진로몰입이 높고,
자기탐색 수준이 높아 진로에 있어서 준비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재정적 보상을 넘어 더 높은 직업 만족과 수행,
더 긴 근무기간, 더 적은 직업 스트레스를 보이며
(Claes & Ruiz Quintanilla, 1994; Knoop, 1994a,

타인 지향적으로 일하는 사
람은 직무 수행능력이 뛰어나고(Bing & Burroughs,
2001) 보상에 관계없이 직무에 만족을 느낀다는
(King, Miles, & Day, 1993)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진로태도에서 목적성도 높
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진로 관련 선행 이론들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진로 발달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일
1994b; Mottaz, 1985)

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Tien, 2007).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가치로서의 소명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때에는 자기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의 두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
행 연구들이 소명이라는 가치가 진로 발달 상에
서 자신과 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
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Dik, Sargent, & Steger, 2008; Hall & Chandler,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일희망 변인을 소명과 관련된 두 변인으로 선택
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Lent, Brown과 Hackett(1994)이 사회
인지진로이론에서 소개한 개념으로 진로 결정 과
업을 수행하는 자기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말하
는데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는 데에 각각 42%(남학생)와 50%(여학생)의
설명력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변인이었다(이은경,
2001). 일희망은 Snyder(2002)가 제안한 희망(Hope)
을 Juntunen과 Wettersten(2006)이 일 영역에 적용
한 것인데, 진로 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개
념이다. 일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일과 관련한 목
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알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일희망은 자기에 대
한 태도가 아닌 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 차원에
작용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성숙한 진로발달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금선
미, 2009; 이은영, 2008; Diemer & Blustein, 2007;
Yakushko & Sokolova, 2010).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
탕으로 할 때, 자신과 일에 대해 주체적인 힘을
지닌 사람들은 진로결정상황에서 성숙한 진로준
비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힘으로서 자기에 대한 태도에 진
2005; Duffy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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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일에 대한 태도에 일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아보고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소명
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높은
측면을 고려할 때, 소명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
역사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명 관련 인터뷰를
한 Hall(2008)의 연구에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지지와 힘을 전달받아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난다고 나타났다. 진로 선택을 앞두
고 있는 대학생 시기에서 자기에 대한 확신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진로 결정과 관련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소명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결정 상황에서 효능
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Dik,
Eldridge, & Steger, 2008; Duffy, Allan, & Dik, 2011).

예를 들어, Hall과 Chandler(2005)는 소명이 자신이
진로 결정과 관련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 같은 믿음에 목적과 의미를 상기시
키고,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됨으로써 자기에 대
한 확신을 높인다고 제안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
으로 진로 관련 추구활동을 평정하게 한 Dik,
Sargent와 Steger(2008)의 경험적 연구에서 소명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소
명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가 더 필요한 실정이지만, 소명과 학업만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
과를 보인 Duffy, Allan과 Dik(2011)의 연구를 보면,
소명이 자기효능감 차원에 작용하여 진로발달을
이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정적인
관련성을 갖고,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황혜리와 유수정(2009)의 연구와 Luzzo
(1993)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각각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과 정적 상관을 보였
다. 김명숙(2008)의 연구에서는 700여명의 중학생
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간
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는데 둘이 매우 높은 상관
을 보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뿐만 아니
라 보다 넓은 연령층에서 진로태도성숙과 관련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
어서 자기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소명이 높은 사람들이 일에 대하
여 갖는 태도이다. 여기에서 일희망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일과 일 관련 목표에 대해 긍
정적으로 동기화된 상태(Juntunen & Wettersten,
2006)를 말한다. 일과 관련하여 바라는 결과가 나
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지칭하지만 막연하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상
태이다. 이를 구성하는 3가지 하위차원은 주도성
(Agency), 경로(Pathway), 목표(Goal)로 구성된다. 주
도성은 일 관련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하여
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 즉 의지를 나타내고,
경로는 일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들을 알아낼 수 있고 이에 자신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일 관련 목표를 가
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목표를 지향
하고, 이를 계속하여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희망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여러 연
구에서 확인되었다(Dik, Eldridge, & Steger, 2008;
Duffy, Allan, & Dik, 2011). 예를 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uffy, Allan과 Dik(2011)의 연구에서
소명이 있으면 진로 관련 목표와 이를 추구하려

- 546 -

박주현․유성경 /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는 동기,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경험
적으로 밝혔고, 소명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Dik, Eldridge와 Steger(2008)의 연구에서 소명은 일
희망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한편, 최근에 들어
일희망이 진로 결정 상황에서 성숙한 태도를 갖
도록 이끌어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
고 있다.
예를 들어, Diemer와 Blustein(2007)은 미국의 도
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적 발달에 대한 연구
를 했는데, 진로 발달에서 다양한 외적 장애물들
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있어 희망은 일의 미래
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준다고 밝혀, 직업적 희
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학
생 집단의 일희망과 진로발달을 연구한 Yakushko
와 Sokolova(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을 할
때 부모와 친구들에 더 의존하는 사람보다 독립
적으로 진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일희망
을 보인다고 밝혀 일희망과 바람직한 진로 태도
의 의미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일희망과 진로 관련 변인을 연구한 사례는 거
의 없고, 희망이 진로 관련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만 진행된 실정이다. 이들 연
구들에 의하면,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태도성
숙이 높았으며(금선미, 2009; 이은영, 2008), 진로
준비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혜경,
2008; 이상희, 2008; 최현정, 2006).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에 대한 목적
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소명이 대
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경험적 연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일에 대한 목적
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소명이 진
로태도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일희망이라는 매개변인을 사용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서구에서는 소명
에 있어서 성별이나(Duffy & Sedlacek, 2010) 종교
유무에 따른 (Duffy & Sedlacek, 2010; Hirschi, 2011)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국내에서의 소명
의 경향성은 어떠한지 두 배경변인을 가지고 알
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소명,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일희망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둘째, 대학생들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
는가?
셋째, 대학생들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
계에서 일희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3군데에
서 남녀 대학생 499명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499
개의 표본 중 결측치가 3개 이상 있거나 무작위
로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불성실한 응답 자료 6
개를 제외하고 총 493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참가자들은 남학생이 234명(47.6%), 여학생
이 259명(52.4%)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38세(표
준편차 2.31)이었다. 학년별로 1학년 104명(21.1%),
2학년 146명(29.6%), 3학년 155명(31.4%), 4학년 이
상 88명(17.8%)의 분포를 보였고, 종교별 구성은
종교 없음 243명(49.3%), 개신교 128명(26.0%), 천
주교 73명(14.8%), 불교 42명(8.5%), 기타 7명(1.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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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확신성(예, 나는 어떤 직업
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준비성(예,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독립성(예, 자신의 인생
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
해야 한다)의 5가지 하위척도, 총 4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
태도성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기학(2003)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 각 하위척도별로는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전체 척도가 .91, 결정성 .92, 목적
성 .87, 확신성 .87, 준비성 .83, 독립성 .87이었다.
( ,

소명 척도
소명 척도는 Dik, Eldridge와 Steger(2008)의 소명
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심
예린(2010)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
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
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을 얼마나 인식하는
지를 측정한다.
초월적 부름-존재(예,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
는 일의 분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목적/의
미-존재(예, 나의 일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
록 도와준다), 친사회적 지향-존재(예, 나의 일은
공익에 기여한다)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4문항씩 총 12문항이다.
Likert식 4점 척도이며(1=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4=전적으로 해당된다), 8번 문항은 역채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예린(201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 신뢰도(Cronbach's α)가 .85, 하
위척도별 신뢰도는 초월적 부름-존재 .83, 목적/의
미-존재 .74, 친사회적 지향-존재 .71로 모두 양
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83, 하위척도별로 초월
적 부름-존재 .80, 목적/의미-존재 .86, 친사회적
지향-존재 .73이었다.
진로태도성숙척도
대학생들의 소명에 따라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
할 때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이기학(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진로태도성
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정성(예,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목적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
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
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DMSE)를
Betz와 Voyten(1997)이 각 하위척도별로 5개의 문
항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
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CDMSE-SF)를 이은진(2001)이 번안하고 이후
김민정(2006)이 Likert식 5점 척도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에서 요구되는 과
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
한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직업정보(예,
나는 관심을 가지는 직업들에 대해 정보를 도서
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목표설정(예,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
다), 미래계획(예,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
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
다), 문제해결(예,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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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꿀 수 있다), 자기평가(예, 나의 능력을 정확
히 평가할 수 있다)의 5개 하위척도, 총 2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etz와
Voyten (199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전체 척도가 .93, 하위척도가
.69~.8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가 .89, 직업정
보 .74, 목표설정 .77, 미래계획 .74, 문제해결 .69,
자기평가 .69였다.
일희망 척도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동기화된 상태인지
알아보는 일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Juntunen과
Wettersten(2006)이 개발한 일희망 척도(Work Hope
Scale; WHS)를 번안하여 심리학과 교수 한 명과
영어와 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의 이중 언어자 한 명의
감수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목표(예, 나
는 일터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
라고 기대한다), 경로(예, 일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주도성(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설정한 일 관련 목표를 충족할 능력이 있다
고 믿는다)의 3가지 총 24문항이며, Likert식 7점
척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역채점 문항은 총 9문항으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
록 일희망이 높음을 뜻한다. 각 대학과 지역 사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Juntunen과 Wettersten(2006)
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93, 주도성 .87, 경로 .68, 목
표 .81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3, 주도성 .88, 경로
.73, 목표 .83으로 양호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 경향성의
집단 간 차이를 독립 t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 둘째, 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일희망, 진로
태도성숙의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소명과 진로태도성
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일희망
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 차이
국내에서 소명 관련 연구들이 시작 단계에 있
으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을 하였다. 성별과 종교의 유무에 따
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
시한 결과, 소명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t=-3.62, p<.001), 종교를 가진 사람
들의 소명이 더 높았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주요 변인들 기술통계치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일희망, 진로태도성숙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
펴보고자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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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과 종교유무에 따른 소명의 평균 및 표준편차 차이검증
남자
여자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성별
종교유무

N

평균

표준편차

234

2.51

.52

258

2.42

.52

240

2.38

.50

250

2.54

.53

(N=493)
t
1.96

-3.62***

***

p<.001

표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소명

전체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진로효능감
일희망
진로태도성숙

평균

표준편차

왜도

2.46

.52

.28

-.07

2.05

.76

.53

-.40

3.03

.69

-.43

-.25

2.31

.66

.31

-.30

3.44

.52

-.10

.93

5.04

.86

-.31

.47

3.49

.48

.13

-.29

표 3.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전체
전체
초월적 부름
소명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진로효능감
일희망
진로태도성숙

(N=493)
첨도

초월적
부름

소명

(N=493)
목적/
의미

진로 일희망 진로
친사회적 효능감
태도성숙
지향

1
.75**

1

**

.27**

**

.75

**

.36

.34**

1

.31**

.15**

.39**

.16**

**

**

**

**

.72

1

1

.38

.19

.45

.21

.72**

1

.36**

.19**

.42**

.19**

.64**

.79**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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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각 변인들 간
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소명은 각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31, p<.01), 일희망(r=.38, p<.01), 진
로태도성숙(r=.36, p<.01)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
련성이 있었다. 그런데 소명의 각 하위차원 별로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목적/의미-존재 차원과의 상관계수가
다른 차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Cohen. J.,
Cohen. P., West와 Aikenet(2003)에 의하면 .2~.4의
상관값은 약간의 관련성을, .4~.7은 상당한 관련
성을, .7이상은 매우 강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해석하는데, 상관계수의 값이 작을 경우 단
순히 사례수 효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
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생각하면 목
적/의미-존재 차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r=.39,
p<.01), 진로태도성숙(r=.42, p<.01) 간의 상관은
유의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초월적 부름-존재
차원, 친사회적 지향-존재 차원이 각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 보인 상관값을 유의
하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희망 역시 소명의 하위척도 중 목적/의미-존재
와의 상관(r=.45, p<.01)은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초월적 부름-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
차원과의 상관계수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
다.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
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

안한 세 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중다
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
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송병호,
최규정, 2000),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VIF는
각각 1.10으로 10보다 현저히 작았으므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항의 독립성 가
정을 충족하려면 Durbin-Watson 계수가 2에 근접
해야 하는데(Durbin & Watson, 1950; 1951) 본 연
구에서는 2.02~2.15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이 가
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명을 독립변인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단계 첫 번째에
서 소명을 독립변인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명을 독립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명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소명에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 추가하여 종속변인인 진로태
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교 유무에
따라 소명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종교 집단과 비
종교 집단 별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종교유무에 관계없이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1단계의 독립변인인 소명이 종속변인
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
며(β=.36,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소명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1, p<.001). 3단계
에서는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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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B(SE)
R
R
종속변인: 진로태도성숙
1
.13
독립변인: 소명
.33(.04)
종속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0
2
독립변인: 소명
.31(.04)
종속변인: 진로태도성숙
3
매개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4 .41 .58(.03)
독립변인: 소명
.03
.16(.03)




(N=493)
β

t

.36

8.45***

.31

7.16***

.59

18.47***

.18

4.95***

F
71.38***

51.29***

190.89***

***

p < .001

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면서(β=.59, p<
.001), 소명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β=.18, p<
.0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7.19(p<.05)
로 임계치인 1.96보다 컸기 때문에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소명의 설명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3%이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41%가 늘
어 총 44%를 설명하였다.
그림 1에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모형과 표준회귀계
수를 제시하였다.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일희망의 매
개효과
종교 유무에 따라 소명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앞선 매개효과 검증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종교
집단과 비종교 집단 별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종교 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
지 않았고, 종교 집단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종교 유무에 따라 일희망을 매개로 한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종교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매개효과를
검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1***

.59***

소명
.18***

진로태도성숙

***

p<.001

그림 1.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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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일희망의 매개효과
단계
R
R
종속변인: 진로태도성숙
1
독립변인: 소명
.13
통제변인: 종교유무
종속변인: 일희망
2
독립변인: 소명
.15
통제변인: 종교유무
종속변인: 진로태도성숙
매개변인: 일희망
.62
3
.63
독립변인: 소명
.01
통제변인: 종교유무
.00


*

p< .05,



(N=493)
B(SE)

β

t

F

.33(.04)

.36

8.42***

35.79***

-.02(.04)

-.02

-.55

.64(.07)

.39

9.24***

-.15(.07)

-.08

-.20*

.42(.02)

.77

25.52***

.06(.03)

.06

2.02*

.04(.03)

.04

1.46

42.87***

272.70***

***

p < .001

않는지 확인하였는데 VIF가 1.0 혹은 1.2로 10보
다 현저히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계수가 2.08~2.21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었다. 매개효과 검
증의 첫 번째 단계에서 종교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소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태도성숙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에 소명, 통제변인에 종교유무를, 종속변
인에 일희망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일희망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명
을 독립변인, 종교유무를 통제변인, 진로태도성숙
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단계 검증에서
소명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36, p<.001).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
을 보는 2단계에서 소명은 일희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β=.39, p<.001), 3단계 분석 결과 일

일희망
.39***

.77***

소명
*

p<.05,

***

.06*

진로태도성숙

p<.001

그림 2.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일희망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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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명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함과 동시에 1단계에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β=.06, p<.05) 부분매개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obel test 실시 결과,
Z값이 8.38(p<.05)로 유의하여 매개효과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소명
의 설명력은 일희망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1%에서 62%가 늘어 총 63%를 설명하였다. 그림
2에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일희망의
부분매개모형과 표준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
치로서 소명이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소명이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와 일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여 선행 연구의 제언을 바
탕으로 자기에 대한 태도에는 진로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확신인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일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
으로 동기화된 상태인 일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삼
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심예린(2010)의 한국판 소명척도(CVQ) 타당
화 연구에서 소명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어느 정도 예측해준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로써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
을 가지고 진로 결정 과업을 수행하며 이것이 성
숙한 진로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eiss, Skelly, Haughey와 Hall(2004)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해주는데, 그들은 한 사람의 소명이 그의

힘과 적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들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추구하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올라간다
고 하였다. 또한 그는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어
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목적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후퇴나 실패를 잘 다룰 수 있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볼
때, 소명은 진로에 있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 나
갈 수 있다는 힘과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능
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원천이 되며, 본 연구
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일희
망이 역시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진로와 관련한 목표가 있
고,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안다는 기대가 있으며, 이것은 성숙한 진
로준비태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
구 결과는 진로 발달에서 다양한 외적 장애물들
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있어 희망이 일의 미래
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준다고 밝힌 Diemer와
Blustein(2007)의 연구를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이
러한 결과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바와 현재
의 상태를 연결 지어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즉, 개인은 ‘미래’에 일
에서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이러한 기대는 막연하게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게 한
다. 이 힘이 진로 결정을 앞둔 시기인 ‘현재’에서
는 진로태도성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소명의 세 하위차원 가운데에서도 특히
목적/의미 차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일희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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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우리나라 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응적인 진로 발달과 관련한
소명의 측면 중 목적과 의미가 중요함을 시사하
였다. 소명을 인식한다는 것이 반드시 초월적 부
름을 느끼거나 사회에 공동선을 끼치는 방식으로
진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Hirschi(2011)
는 군집분석을 통해 소명군집을 일 중심적이지만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는 낮은 집단, 사회
적으로 의미 있는 공헌을 하려는 종교적 집단, 일
중심적이나 종교성은 낮은 집단의 세 가지로 나
누었는데, 모든 집단에서 진로 결정성과 진로 자
신감을 공통적으로 보인 반면, 종교 중심성과 다
른 사람을 도우려는 가치는 집단마다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이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소
명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더 넓은 의미로 보편
화시킬 때에 초월적 부름의 경험이나 친사회적
지향보다 목적과 의미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음
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일의 목적과 의미를 추
구하는 것이 성숙한 진로 발달의 원천이 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는 자기와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확신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진로 발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보다 일희망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진로상담에서는 진
로과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내담자
를 많이 다루어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를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는 힘은 자기가 아
닌 일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이는 일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도
움을 주며, 동기를 충만히 유지시킴으로써 이룰
수 있을 것이다. Dik, Sargent와 Steger(2008)는 진로

발달추구(Career Development Strivings)라는 정의를
사용하며 다름 아닌 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활동’
이 진로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진로 결정 과정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구나 요즘에는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
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직업적 목표
를 향해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를 진로 상담에서 짚어주고, 이를 높이
도록 돕는 활동을 제시한다면 내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진로
상담장면에서 목적과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가 중
요함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진로 상담 장면에서
는 최근에 와서야 진로가 개인에게 갖는 의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Collin & Young, 1986). 이전
접근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직업적 흥미나 학
습 경험, 가족 같은 외부적 환경의 요소를 넘어서
서 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은 진로 결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진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선택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본 후에 이
를 자신의 일에 연결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
다(Dik, Duffy, & Eldridge, 2009).
소명과 진로 관련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매
개변인 이외에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
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소명 연구가 관
심을 받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변인들 간
의 관련성과 이들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초기 단
계인 실정이므로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탐색
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주
로 바탕으로 하여 매개 변인을 설정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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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경험적 연구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 일희망의 변인 간 상관이 높게
나왔음을 염두에 두어, 향후 이들 관계를 포함하
는 연구 모형 설정도 제안한다.
둘째, 사회과학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소명
연구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연령,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지위(S.E.S), 가족 상
태, 전공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소
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라 일희망의 매개효과 유의미도가 달라
졌는데, 향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 선택
결정의 준비를 구체화하는 단계인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휴직이나 퇴직 후의
재취업자와 같이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여
진로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언을
바탕으로 소명을 예측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일희망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
으나 변인들 간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
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Hall과
Chandler(2005)는 진로에서의 주관적 성공을 예측
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소명과 자신감이 서로
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후에 방향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만약 다른 진로 관련 변인들이 소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향후 진로상담에서 자신감
과 희망을 높임으로써 진로에 대한 목적과 의미
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진로
상담 접근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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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Park, Jy-Hyun

Yoo, Sung-Ky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 of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se relations would be mediated b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DSE) and work hope respectively. A
sample of 493 college students at Seoul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CDMSE-SF), Work Hope Scale(WH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CAMI). The results from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upported the
hypothesis showing that both CDSE and work hop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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