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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양

난

미†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효눙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중학생 215명이었고 성역할 고정관념 척
도, 진로효능감 척도, 진로포부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역할 고정관
념이 높을수록 진로효능감과 진로포부는 낮아졌고 진로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는 높아졌다. 성
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눙감은 불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남학
생과 여학생에서 진로효눙감의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
효능감과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진로효능감과 진로포부의 관계만 유의
미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성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진로효능감이 불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주요어 : 진로효능감,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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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과 계획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에 상관없이 한 직업내에서 개인이 성취하고 더

사건 중의 하나이며 고민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

되고 있다(Barker & Kellen, 1998). 실제로 우리나라

념이다. 즉, 진로포부는 현재 진로상황을 인식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고민을 조사한 결

고 앞으로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과를 살펴보면 진로문제가 45.37%로 청소년들이

기대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 등을 포함하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였으며 다음으로 생활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도 및 습관문제(28.8%), 학업 및 학교부적응 문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포부는 시간이 지나도

(28.7%)순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어느 정도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6)에서도 청소년

(Trice & King, 1991). 또한 진로포부는 개인이 자

이 고민하는 문제로는 성적과 적성이 35.0%, 직업

신의 진로선택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하며 앞으

이 29.6%, 외모 10%, 가정환경 6%, 고민없음 5%

로의 진로발달 과정을 예측하고 미래의 직업적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이러한 결과는 진

성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로문제와 공부문제가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고

(O'Brien, Gray, Touradi & Eigenbrode, 1996).

민사항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포부에 대

특히,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

해서 아는 것은 장래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

소년기의 진로선택은 어느 발달단계보다 중요하

할을 하기 때문에(이현주, 2000) 청소년의 진로포

다고 볼 수 있다(Luzzo, 1993). 중학생 시기는 아동

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연구되

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진로발달이

었다. 예를 들면, 부모직업, 부모 교육수준, 가정

론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

소득, 자아개념(강경찬, 1996), 부모로부터의 심리

색해 보는 시기이다(Ginzberg, 1984). 이 시기에 청

적 독립과 애착, 성 유형(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소년들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

2006; 이정미, 2000), 현재 정서상태(강종구, 1986),

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을

개인의 지능과 학업성적(Farmer, 1985; O'Brien &

시험하고 탐색한다. 또한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Fassinger, 1993; Rainey & Borders, 1997; Swell, Haller

존재하며 직업에 따라 보수, 필요한 교육기간과

& Porter, 1969) 등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게 된다.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진로가 언제

구체적으로 Zunker(2002)는 중학생들의 과업으로

나 현실의 진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일에 대한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진로의사

가능한 진로대안을 선택하는 타협과정이 반드시

결정 기술을 개발하며 진로결정과 관련된 다른

필요하다.
Gottfredson(1981)은 진로타협과정에서 개인은 자

요인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신의 자아개념을 토대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성

제안하였다.
이 시기의 중학생들에게 중요한 진로과업 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자아개념의 측면이라고 주장

하나가 진로포부를 갖는 것이다. 진로포부란 개인

하였다. 즉, 개인이 직업포부를 정하고 실현하는

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얼마나 높은 성공과 성취

과정에서 장애를 만나면 그 목표를 타협해야 하

를 원하는지를 의미한다(O'Brien, Gray, Touradi &

는데 타협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성

Eigenbrode, 1996). 바꾸어 말하면 그 직업의 명성

역할이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 성격과 흥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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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Sharf, 2002), 여학생들은

인이 자신이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선

남학생에 비해 성공적인 진로행동을 시도할 수

택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 영역에 있는 직업을 포

있는 기회가 적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지지와 격

기하게 되고 자신의 성역할에 맞지 않는 직업은

려를 적게 받으며 전통적 남성직업에서 잘 할 수

자신의 흥미 영역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적절함에

있다는 자기효능감도 낮았다(유순화, 1988; Hackett

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Betz, 1981).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학생

우리는 직업선택 과정에서 직업의 성특성에 의존

의 진로포부와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게 되며, 직업의 성특성 파악할 때 직업에 대한

을 알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White,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Kruczek, Brown & White, 1989). 특히, 우리나라와

론 중의 하나가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을

같이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른 문화

토대로 한 Hackett와 Betz(1981)의 자기효능감이론

권에 비해 강한 경우에 진로타협과정에서 성역할

이다. Bandura(1991)는 자기효능감을 과제를 수행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

더욱 강하고 한다(탁진국, 1995). 즉, 성역할 고정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고

관념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일 수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책임감, 논리적 사고, 동기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준 그리고 목표 포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이나 여성을 평가
할 때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생물학

는 점을 밝혀냈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적인 성에만 의거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Hackett & Betz(1981)에 따르면 어떤 과제를 잘

특성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해낼 수 없다는 믿음, 즉, 낮은 효능감을 지닌 여

개념(김동일, 1999)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에 따라

성은 진로행동과 선택에 제약을 받고 진로결정을

다르다고 믿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의미한다(정

포기하거나 지연,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

정숙, 2005). 성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에 아동들

적으로 여성들이 비전통적인 직업영역에서 자기

은 성역할 고정관념 역시 습득하게 되고 성역할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포부 역시 긍정적

고정관념은 아동이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이었다(Hackett & Betz, 1981). 또한, 자기효능감

한 기제로 사용된다(정주리, 이기학, 2007). 성역할

의 성차는 직업선택의 성차를 설명하며(Hackett,

고정관념은 개인의 내적 태도 및 행동뿐 아니라

1995) 자기효능감 및 결과 기대가 여성의 진로결

장래에 갖게 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커다

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이었다(Betz & Fitzgerald,

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euf, 1974).

1998).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 집단에서도 진로

낮은 경우 즉,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

효능감은 진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

우에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

다. 구체적으로 효능감은 목표와 수행, 지속력에

를 가진다고 알려져 왔다(Farmer, 1985; Flores &

영향을 미치므로 낮은 효능감은 개인의 선택을

O'Brien, 2002; McWhirter, 1997). 여학생들은 스스

제한하고 학업포부에 영향을 주며 직업적 활동을

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주변의 성차별적 태도에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Bandur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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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하는 것은 진로발달의 조망을 초기 청소년기로

Lent(2005)는 선행연구를 메타분석하면서 구체적

확대하며 이들 개인의 진로포부 발달을 보다 세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남녀학생들의 진로발

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진로상담 자료로 활용할

달, 진로선택, 수행성취, 행동지속성, 진로미결정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차이

그리고 진로탐색행동을 잘 예언한다고 결론지었

를 살펴보는 것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프

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수 있다.

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탐색기인 중학생들을

한편, 성역할과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Gianakos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성역할

(1995)에 따르면 미분화 정체감과 다른 성역할 정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이

체감 사이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

어 미분화 정체감을 가진 개인이 양성성, 남성성,

행연구결과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개인보다 진로의사결정 효

한 연구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자아효능감이

능감 수준이 낮았다. 또, Matsui(1994)는 표현성(여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 사이를 매개하는지

성성)이 여성지배적 진로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시기가 성차가 많이

있고 진로효능감은 성별 자체보다는 성역할과 관

나타나는 시기이고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효능감,

련된 특성과 더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진로포부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

연구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성역할과 효능감

구의 결과를 토대로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성역할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매개하는 진로효

지만 두 변인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는

능감의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포부에 성역할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고정관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역할 고정관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효능감은 진로포부에

념이 진로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성역할 고정관

이런 연구들은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

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진로효능감의 매

진로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만을 살펴보고 있어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가?

조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
기효능감이 맥락 특수한 특성이며 후천적으로 변
화가능한 특성이라는 점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

a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실제 진로상담과정에 도움
이 될 것이다(박고운, 이기한, 2007). 더해서 진로
발달이 생애의 한 시점에 제한된 선택과 결정이
기는 보다는 전생에 걸친 학습과정임을 강조하는
진로발달적 관점에서 진로탐색 시기인 중학생들
의 진로포부와 이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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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70-.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는

방 법

가정적 .77, 직업적 .82, 외형적 .74, 사회심리적
참여자

.83, 지적 .85, 사회적 성역할 요인 .48이었다.
진로효능감 척도

서울, 경기 지역 6개 중학교 1학년 학생 241명
을 표집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명의 자료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제거하고 2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학

Hackett과 Betz(1981), Lauver과 Jones(1991)의 연구절

생은 103명(47.9%), 여학생은 112명(52.1%)이었고

차에 따라 양은주(1998)가 개발한 진로효능감 척

이들이 보고한 반성적은 1-5등 이내가 22.8%, 6-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건축가, 경찰, 디자이

10등이 17.2%, 11-20등이 28.8%, 21-30등이 17.7%,

너, 법률가, 비서, 도서관 사서, 여행상담원, 영양

30등이상이 9.3%, 무응답이 4.2%였다.

사, 영화감독, 유치원 교사, 성직자, 최고경영자,
항공기 승무원, 회계사 등 14개 직업에 대해서 개

측정도구

인이 어떤 직업인이 되기 위해 받아야할 교육이
나 훈련과정을 완수할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

정도인 교육 진로효능감 14문항과 동일한 직업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

가지게 된다면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나 역

하기 위하여 김동일(1999)이 개발한 성역할 고정

할을 충분히 해 낼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

관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 과업 진로효능감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사회내의 다양한 장면

응답방식은 ‘전혀 확신하지 못 한다’ 1점, ‘매우

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

확신한다’ 6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하기 위한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은

다양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

주(1998)가 보고한 신뢰도는 .83-.86이었다. 본 연

로 사용되고 있다(박수은, 2005; 서정임, 2006; 정

구에서 Cronbach  는 교육 진로효능감 요인이 .85,

정숙, 2005).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가정내에서의

과업 진로효능감 요인이 .85이었다.

성역할에 대한 가정적 요인이 7문항, 직업과 관련
된 고정관념을 묻는 직업적 요인이 5문항, 남성과

진로포부 척도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외형적

학생들의 진로포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O'Brien

요인 4문항, 성격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

(1992)이 개발한 진로포부 척도(The Career Aspiration

하는 심리사회적 요인 7문항, 인지적 특성에 대한

Scale)를 최수욱(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지적 요인 5문항, 마지막으

이 척도는 O'Brien(1992)이 여학생의 진로연구를

로 사회생활에서의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사회적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이나 이후 여러 연구에서

성역할 요인 5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

남녀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학습자 등을 대

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진윤, 2007; 신원, 2003;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

양현정, 이기학, 2007; 정행옥, 2004).

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동일(1999)이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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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포부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학연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 수준이 높

누어지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

은 것을 의미한다. 최수욱(2002)이 보고한 Cronbach

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는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
를 말하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자료수집 및 분석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면서 종속변
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유의미한 경우를

설문지는 실시 안내문과 함께 담당 교사에게

말한다(김현순, 김병석, 2007).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교사의 지시하에 집단으
로 실시되었다. 또한 설문지 실시 중에 학생들이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교사는 국어사전적
인 설명만 하도록 안내하였다.

결 과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
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신뢰도검증을 위해서
는 Cronbach 를,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효능감과 진로포부의 상관

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성역할

분석 결과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에 미치는 진로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

표 1은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효능감, 진로포부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자아효능감의

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

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효능감, 성역할 고정관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이용

념과 진로포부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진로효능감

하여 진로효능감 매개효과를 각각 독립적으로 검

과 진로포부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

진로효능감 매개효과 분석

가 제시한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따랐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진로효능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에

검증은 첫째, 독립변인이 잠정적 매개변인에 유의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

미한 영향을 미쳤는지(a),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

(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매개효과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c), 마지막으로

검증 절차를 따랐다. 먼저 독립변인이 성역할 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

정관념이 진로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미한 영향을 미쳤는지(b, c) 검증하는 3단계 절차

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를 따른다. 이때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각 단

과, 표 2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진로효능감에

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22, p<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01). 다음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포부에 미

2단계보다 적어져야 한다.

치는 영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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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효능감, 진로포부의 상관

.29, p<.05) 독립변인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

성역할

진로

진로

은 -.22에서 -.16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종

고정관념

효능감

포부

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성역할 고정관념

모두 유의미하므로 진로효능감은 불완전매개 효

1.00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효능감

.22**

진로포부

.22**

.33**

1.00

M(전체)

2.56

3.24

3.38

SD(전체)

.58

.88

.57

1.00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효능감에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효능감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진로효능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매개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1.00

진로효능감

.13

진로포부

.08

.29**

1.00

로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어 진로

M(남자)

2.79

2.99

3.29

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불완전매개임을 의미한다.

SD(남자)

.49

.81

.58

성역할 고정관념

1.00

진로효능감

.31**

진로포부

.28**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포
1.00

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진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
효능감은 낮아지며 진로효능감이 낮을수록 학생
들의 진로포부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1.00
.31**

1.00

M(여자)

2.34

3.46

3.46

SD(여자)

.58

.89

.55

수 있다.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높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로효능감이 높은
경우 진로포부가 낮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 ** p<.01.

남학생의 진로효능감 매개모형
표 2.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진로

1단계(a)

성역할

효능감

독립변인→매개변인

고정관념

진로
포부

2단계(c)

성역할

독립변인→종속변인

고정관념

3단계(b, c)

성역할

독립, 매개변인→

고정관념

종속인

진로효능감

β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22**

-.22**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을 대상으로 동
일한 방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표 3의
결과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진로효능감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β=-.13,
p>.05)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

-.16*

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β=-.08,
.29**

p>.05). 마지막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효능
감이 동시에 진로포부을 예언할 때는 진로효능

-.22, p<.01).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성

감만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31,

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효능감은 동시에 진로포부

p<.01). 따라서 남학생 집단에서 진로효능감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β=-.16, p<.05; β=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 사이를 매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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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학생의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진로

1단계(a)

성역할

효능감

독립변인→매개변인

고정관념

2단계(c)

성역할

독립변인→종속변인

고정관념

3단계(b, c)

성역할

독립, 매개변인→

고정관념

종속인

진로효능감

진로
포부

고정관념은 진로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31, p<.01). 다음으로 성역할

β

고정관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통계
-.13

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28, p<.01).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효

-.08

능감은 동시에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으며(β=-.20, p<.05; β=.25, p<.01) 독립변인인 성

-.11

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은 -.28에서 -.20으로 감소
.31**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하므로 진로효
능감은 불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않았다.

이 결과는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효

이는 남학생의 경우에 성역할 고정관념은 진로

능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효능감

효능감이나 진로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진로효능감만이 통계적으

어 진로효능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진로포부에 미치고 있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역할

었다. 즉, 남학생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높고 낮음

고정관념이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 진로효능감이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있으며 동시에 진로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았지만 진로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포부는 높

영향을 주어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불완전매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임을 의미한다. 즉, 여학생은 성역할 고정관념
이 높을수록 진로효능감은 낮아지며 진로효능감

여학생의 진로효능감 매개모형

이 낮을수록 진로포부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진로효능감 매개효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효능

는 높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2와 같이 성역할

로효능감이 높은 경우 진로포부가 낮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여학생의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진로

1단계(a)

성역할

효능감

독립변인→매개변인

고정관념

2단계(c)

성역할

독립변인→종속변인

고정관념

3단계(b, c)

성역할

독립, 매개변인→

고정관념

종속인

진로효능감

진로
포부

β

논 의
-.31**

본 연구는 자신의 능력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
-.28**

색하는 시기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

-.20*

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학생 무렵이

.25**

성차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성역할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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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효능감, 진로포부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 역시 높아지는 경향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남학생과 여학생

이 있으므로 중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한 교

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매개

육이나 훈련을 완수할 자신감과 직무나 역할을

하는 진로효능감의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충실히 해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미래의 진로

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 중학생 집단에서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매개하는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효능감과 진로포

진로효능감의 효과는 불완전 매개였다. 즉, 중학

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에서 다른 것으로 나

생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진로효능감

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 집단에서는 성역할 고

과 진로포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역할

정관념과 진로효능감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는 직접효과는 물론

유의미한 부적 관계인 반면에 남학생 집단에서는

진로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이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런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효능감이 진로

하지 않았다.

포부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유순화, 1998;

이러한 결과는 진로효능감이나 진로포부에 성

Beuf, 1974; Gottfredson, 1981; Hackett & Betz, 1981;

차가 있다는 선행연구(Betz & Fitzgerald, 1998;

White, Kruczek, Brown & White, 1989)와 일치하는

Farmer, 1985; Flores & O'Brien, 2002; Hackett &

결과이다.

Betz, 1981; McWhirter, 1997)를 지지하는 연구결과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이다. 하지만 Gottfredson(1981)의 진로타협 과정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 중 성역할이 가장 초기

있는지 현실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

에 형성되고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주장과는

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적절한 직업포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물론 Gottfredson(1981)

부를 갖는 것은 중요한 발달적 과제라고 할 수

이 제안한 타협의 우선순위는 경험적 연구에서

있다. 연구결과는 중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진로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Blanchard &

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적절하거나 기대

Lichtenberg, 2003; Hesketh, Durant, & Pryor, 1990;

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를 결정하는데 성역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Holt, 1989; Leung,

할 고정관념과 진로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Ivey & Suzuki, 1994; Leung & Plake, 1990; Taylor &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ryor, 1985).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포부

연구결과 진로효능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
로포부를 불완전 매개하므로 부분적으로 진로효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능감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이 달라질

특히 연구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효능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

진로포부 수준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성역할 고정

수록 진로효능감이나 진로포부가 모두 낮아지는

관념은 남학생의 평균점수(M=2.79)가 여학생 점

경향이 있으므로 중학생들이 자신의 생물학적인

수(M=2.34)보다 높았고 진로효능감, 진로포부는

성을 넘어서 융통성 있는 성역할 관념을 갖는 것

남학생(M=2.99, M=3.29)에 비해 여학생(M=3.46,

이 진로교육에서 중요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진로

M=3.46)의 점수가 높았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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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평균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경

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

향이 있는 반면에 진로효능감과 진로포부는 평균

우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로효능감과 진로포부

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평균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다만 진

의 차이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성역

로효능감과 진로포부의 관계만이 유의미하였다.

할 고정관념과 진로효능감의 관계에 영향을 줄

최근에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2006)의 연구결과

수도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

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들의

관념의 점수를 통제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

경우에 효능감이 진로포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

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우리의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진로효능

유교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사회적 기대가 주는

감과 진로포부의 관계는 동일하게 강한 정적인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영향이 있었다. 이는 진로효눙감이 높을수록 진

때 남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진로포부를

로포부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Bandura, 1991;

설정하고 이를 자신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Betz

와주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상담접근이 필요하

& Hackett, 1987)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진로효능감

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진로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신이 진로에

상으로 진행하였다. 발달단계상 이 시기는 변화와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앞으로 더 높은 교육적

부모, 또래의 영향을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

목표와 성취를 예상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학

포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생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유능감을 인식한다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면 이는 자신의 장래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횡단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주요 변인간의 관계

이며 적절한 진학목표나 학습계획을 세우는 유용

를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여

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구결과에서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매개효과는 시

본 연구결과 중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

간에 따른 인과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동시에 측정

효능감, 진로포부에 관한 본 연구가 상담실제에

된 변인들간의 회귀적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교육과 상담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성인지적 관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함양을 통한 다양한 직업적 대안과 포부의 발달
이 이후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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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of Sex-role stereotype
and Career aspi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Nan Mee Yang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stereotype
and career-aspirations. We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ediation model we proposed. Research
participants were 215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living in Kyunggi and Seoul. The subjects completed
Sex-role stereotype scale, Carre self-efficacy scale and Career-aspirations scal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The first, sex-role stereotype was
negatively related to self-efficacy and Career-aspirations. The self-efficacy was revealed to funct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stereotype and career-aspirations in this population. The Second, we found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proposed mediating model.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nd for career counseling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made.
Key words : career self-efficacy, sex-role stereotype, career-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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