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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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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개
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기존 척도를 고찰하
여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확립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지와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한 후 상담심리전문가 7명, 국어교사 1명에게 문항내용 및 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타
당도를 검증받아 93문항의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93문항의 1차 예비문항을 토대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8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내용 및 표현을 수정한 92문항을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후, 38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38
문항의 예비척도에 대해 전국지역에 있는 대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3요인 25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요인 1은 자기이해행동(10문항), 요인 2는 직업능력향상행동(9문
항), 요인 3은 직업세계탐색행동(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전체에 대한 Cronbach의 α 계수는 .912
고, 요인 1은 .865, 요인 2는 .831, 요인 3은 .855로 나타났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진로준비행동 척
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탐색장애 척도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척도와의 적률상관계수는 .673으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준비행동 척
도와 진로탐색장애 척도와의 적률상관계수는 -.209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수
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794)와 반분 신뢰도
(.841)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활용방안 및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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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학력 인플레이션, 기술 트렌드의
급변, 교육과 산업 수요의 미스매칭(mis matching),
장기 경기 불황 등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체계적
인 진로교육 및 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막
연히 중요성만을 강요해왔을 뿐 내실 있는 지도
가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진로의식 고취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로
지도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여전히 교과 중심의
교육과 입시에 치중해야 하는 현실, 성적위주의
진학결정에 초점이 주어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로탐색 보다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상황 조건에
의해서 일순간에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도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홍월, 김계현, 2008; 이현림, 1994; 최봉순, 2011;
Gysbers, Heppner, & Johnston, 2003; Jones, 1989;

또한 지금까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의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인지나 태도에
관련되는 사항인 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
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집중
시켜 오지 못하였다(김봉환, 김계현, 1997; 정승헌,
김금미, 2010; Speas, 1979).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
동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도 중요
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진로준비행동과 관
련된 표준화 도구가 개발(김봉환, 1997; 김은주,
2008; 서진숙, 1998; Kopelman, Rovenpor, & Millsap,
1992; Strumpf, Colarelli, & Hartman, 1983)된 바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김봉환
Larson & Heppner, 1985).

의 연구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연구이기는 하나 문항의 내용을 보완하고 더 세
분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5개 국립 사범대학생
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모든 대학
생으로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진
숙(1998)은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 연구로
‘지난 6개월간’이라는 최근 행동을 측정하도록 문
항이 구성되어 진로탐색행동을 일정한 시기에 한
하여 측정하게 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취업행
동과 진학행동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
어 한쪽 방향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는 학생들에
게는 검사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김은주(2008)는 진로준비유형검사를
개발한 연구이기에 실제로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진로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변화하
는 것으로 본 Super(1953)의 이론에 따르면, 대학
생은 탐색기에서 초기 확립기에 속하는 시기로
진로와 관련된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고
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하
는 시기로 볼 수 있다(이현림, 1991; Super & Kidd,
1979). 또한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
학생은 18세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에 해당되는
현실 단계로 자신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찾아내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 직업목표를 정하고 내․외
적 요인을 종합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
의 결정을 구체화시키는 반면 보다 세밀한 계획
을 세워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시기이다(이용자,
2004).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장래에 성
취해야 할 진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개발시
킬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는 단계(Dayton, 1981;
Drier, 1980; Havighurst, 1970)로 진로와 관련된 자
기이해와 직업세계 탐색 및 확립 준비가 필요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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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의미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
게 정의되었다. 김계현(1997)은 자기발견 및 진로
방향 탐색 요인과 취업과 관련된 준비행동 요인
으로 이원화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였고, 김
봉환(1997)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
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차
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
은주(2008)는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세계로의 이행
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의 발달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의 준비도,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
로결정과 이를 위한 진로탐색 및 자신이 결정한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실현으로 진로준비의 의미
를 정의하였다. 서희정과 윤명희(2011)는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
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그 충실도와 행위적인 차
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임언과 윤형한(2005)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즉 진로개발을 위하여 필요
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인지
적․정의적 특성을 갖춘 정도를 진로개발준비도
라고 하였고, 이제경(2004)은 직업탐색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혹은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
해 필요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업준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진로는 자기 발견, 진로방향 탐색, 진로목표, 직
업세계, 직업, 취업 등과 관련되는 의미(김계현,
1997; 김봉환, 1997; 김은주, 2008; 서희정, 윤명희,

이제경, 2004; 임언, 윤형한, 2005)에서 출발
한다. 이러한 진로의 의미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는 자기이해, 진학, 직업선택, 취업 등을 포함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일과 관련되는 바’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를 합리적이고 올바
르게 탐색하고 결정하며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차원의 노력 및 달성정도, 준비정도(김봉환,
1997; 김은주, 2008; 서희정, 윤명희, 2011; 이제경,
2004; 임언, 윤형한, 2005)를 진로와 관련된 준비
행동이라고 볼 때, 이는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자
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 실행
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차원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
위차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의 정의가 다양하듯이 진로준비행
동의 구성요소도 다양하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
면, 김봉환(1997)은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으로, 김은주와 김지현(2010)은 탐색, 결정, 실현으
로, 서진숙(1998)은 인쇄물을 통한 정보수집행동,
구직행동, 시험준비행동, 사람과 일을 통한 정보
수집행동, 외국어공부행동으로, 서희정과 윤명희
(2011)는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취업실
전영역으로, 임언과 윤형한(2005)은 자기이해, 전
공 및 직업 지식, 진로결정 확신도, 의사결정 효
능감, 관계활용 효능감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박완성(2003)은 정보수집활동, 직업․학과
결정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으로 구성
하고 있다. Strumpf와 Colarelli 및 Hartman(1983)은
진로탐색과정, 탐색에 대한 반응, 신념이라는 하
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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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자기탐색), 자기이해, 진로탐색(자기탐색)과
정(김은주, 김지현, 2010; 임언, 윤형한, 2005;
Strumpf, Colarelli, & Hartman, 1983)은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
와 관련된 자기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의미를 포함시키는 자기이해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실현(실행-구체적인
실행, 공통준비 사항), 구직행동, 시험준비행동, 외
국어공부행동, 학습영역, 취업실전영역, 취업준비
활동(김봉환, 1997; 김은주, 김지현, 2010; 박완성,
2003; 서진숙, 1998; 서희정, 윤명희, 2011; 임언,
윤형한, 2005)은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
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능력향상행동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
보수집활동, 탐색(직업탐색), 실현(정보수집), 인쇄
물을 통한 정보수집행동, 사람과 일을 통한 정보
수집행동,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전공 및 직업
지식,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김봉환, 1997;
김은주, 김지현, 2010; 박완성, 2005; 서진숙, 1998;
서희정, 윤명희, 2011; 임언, 윤형한, 2005)은 개인
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서 진로와 관련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및 탐색활동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직업세계탐색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 분석한 결
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은 미시적인 관점
의 진로준비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
이고, 직업․학과 결정활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의 구성요소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진로결정 확신도,
의사결정 효능감, 관계활용 효능감, 탐색에 대한
반응, 신념은 진로준비와 관련된 인지 및 정서적

인 면에 초점을 둔 요소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된 요소에 포함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자기이해, 직업능력향상, 직업세계탐색을 모두 고
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
해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인은 자기이해행동, 직
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색행동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3가지 요인을 하위 요인으로
하여 이들 요인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
발하면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척도에서 추출한
개념을 종합하여,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한 자기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
를 자기이해행동 요인에,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직업능력향상행동 요
인에,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및 탐색활동을 직업세계탐색행동 요인에 통합시
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하위요인을 자기이해행
동과 직업능력향상행동 및 직업세계탐색행동의 3
개 요인으로 하여 이 요인들이 포함된 진로준비
행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자
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색행
동 요인을 포함하는 안정적 구조를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타당
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신뢰
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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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는 전국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548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205명, 37.4%)대학생
에 비해 여자(343명, 62.6%)대학생 비율이 높았고,
학년은 4학년(198명, 36.1%), 3학년(183명, 33.4%),
2학년(104명, 19.0%), 1학년(63명, 11.5%) 순서였다.
계열은 자연 계열(119명, 21.7%), 공학 계열(99명,
18.1%), 인문 계열(92명, 16.8%), 사회 계열(83명,
15.1%), 경상 계열(72명, 13.1%), 기타(46명, 8.4%),
예체능 계열(30명, 5.5%), 의학 계열(7명, 1.3%) 순
서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81명, 51.3%),
부산․울산․경남(78명, 14.2%), 서울․인천․경기
(52명, 9.5%), 광주․전라(46명, 8.4%), 제주․기타
(40명, 7.3%), 대전․충청(27명, 4.9%), 강원․영동
(24명, 4.4%)순서였다.
그리고 개발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
증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1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와 기존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진로준비행동의 자기이해행동(10문항),
직업능력향상행동(9문항), 직업세계탐색행동(6문항)
을 측정하는 3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등으로 반응하는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전체 점
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단축형으로 개발한 것을 대학
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은경(2001)이 타당화시킨 척도
를 사용하였다.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개 하위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은경(2001)이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
도의 Cronbach의 α계수는 목표선택 .76, 직업정보
.64, 문제해결 .79, 미래계획 .78로, 전체문항에 대
한 Cronbach의 α계수는 .85이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 등으로 반응
하는 Likert식 6점 척도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탐색장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장애 정도를 김은영
(2001)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어
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 등 9개 하위요인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영(2001)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 척도의
Cronbach의 α계수는 대인관계 어려움 .81, 자기 명
확성 부족 .79, 경제적 어려움 .76, 중요한 타인과
의 갈등 .78, 직업정보 부족 .78, 나이 문제 .77,
신체적 열등감 .75, 흥미 부족 .71, 미래 불안 .76
으로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계수는 .93이
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등으로 반응하는 Likert식 4점 척도
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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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
행연구고찰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정의
하고, 선행연구 고찰과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지 분석을 통해 예비문항을 작성
한 후 상담관련 전문가(상담심리전공 교수 1명,
상담심리 박사과정 수료자 4명, 상담심리 박사과
정 3명, 국어교사 1명)에게 진로준비행동과 각 하
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내용이 해당 하위요인
의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93문항을 1차 예비문항으
로 선정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
고 문항내용 및 표현을 수정한 92문항을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후, 문항 결정 기준에 근거하여 38문항의 최종 예
비척도를 구성하였다. 38문항의 예비척도에 대해
전국지역에 있는 대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자료
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근거로 추출한 문항에 대
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문항 결정 기준(문수백,
2009; 이순묵, 2000)은 첫째, 그 문항제거 시 전체
신뢰도가 .02 이상 높아질 때 그 문항을 제외하였
다(제거문항 없음). 둘째,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제거문항 없음). 셋째, 다른 요
인과 요인부하량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은 제외하였다(3문항 제거). 넷째, 이론적 배
경과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결정된 하위요인과 요
인분석 결과의 하위요인이 서로 다른 문항은 제
외하였다(1문항 제거). 다섯째, 모형의 적합도 및
간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를 낮추는 문항은 제외하였다(9문항
제거). 그 결과 총 38문항 중 13문항을 제외하여
25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
(김선중, 2005)를 토대로 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와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진로장벽이 높게
지각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짐을 보고
한 연구(김선중, 2005)를 토대로 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진로탐색장애 척
도와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대학생 진로
준비행동 척도에 대해 요인분석에서 자료를 수집
한 548명을 대상으로 전후반분 신뢰도를 구하였
고, 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의 검사-재
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척도의 요인분석과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548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여 요
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베리멕스 회전을 실시하
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요인
25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에 대한 요인 행렬 및
문항별 부하량은 표 1과 같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전체와 하위요인들 간 상관
및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한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탐색장애
척도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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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요인행렬 및 문항별 부하량 (n=548)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14
나는 진로에 대한 나의 목표를 잘 알고 있다.
.751
.207
.151
3
내가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다.
.737
.227
.076
4
나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진로)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본다.
.700
.181
.081
6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
.666
.318
.080
10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657
.108
.084
15
내가 취업해야 할 명분을 잘 알고 있다.
.630
.102
.211
9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604
.246
.038
2
나는 꿈을 이룬 나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본다.
.599
.182
.119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특성(부모님의 기대, 가정형편, .511 .076 .131
12
거리 등)을 알고 있다.
13
나는 진로와 관련된 나의 신체적 능력 및 한계를 잘 알고 있다.
.494
.059
.212
32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직업적 능력을 기른다.
.125
.715
.155
31
진로와 관련된 나의 직업능력을 모의 실습해 본다.
.227
.683
.173
33
나는 진로와 관련된 스터디 활동을 한다.
.180
.620
.200
34
나는 진로와 관련된 능력을 쌓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다.
.145
.612
.239
28
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한다.
.270
.583
.144
38
나는 좀 더 나은 진로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한다.
.045
.580
.149
37
나는 좀 더 나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체력관리를 한다.
.242
.554
.231
29
나는 진로를 위해 학점을 관리한다.
.301
.535
.085
35
진로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다.
.166
.462
.291
21
나의 진로를 위해 취업특강(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려고 한다.
.159
.168
.831
22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여한다.
.167
.211
.830
20
나는 취업 관련 설명회나 박람회 일정을 찾아본다.
.142
.225
.810
23
나는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조건을 찾아본다.
.227
.193
.670
25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본다.
.079
.377
.566
17
나는 미래의 유망직종을 찾아본다.
.136
.271
.483
고유값
4.621 3.948 3.547
설명변량(%)
18.482 15.793 14.190
누적설명변량(%)
18.482 34.276 4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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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전체와 요인 간 및 각 요인 간 상관관계 (n=548)
요인
요인명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색행동
자기이해행동
1.00
직업능력향상행동
.549**
1.00
직업세계탐색행동
.431**
.591**
1.00
전체
.813**
.878**
.784**

문항수
10
9
6
25

**p < .01

표 3.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적합도 지수
모형
X
df
3요인 모형
707.502
272
2

2

X /df

IFI

TLI

CFI

2.601

.918

.909

.917

그림 1.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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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타당도 검증 결과 (n=143)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탐색장애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
.673**
-.209**

**p < .01

표 5.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신뢰도
요인명
문항수
자기이해행동
10
직업능력향상행동
9
직업세계탐색행동
6
전체
25

같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전체와 하위 척도별 Cronbach
의 α계수와 반분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를 구한 구체적 내용은 표 5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
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자기이해행동 요
인, 직업능력향상행동 요인, 직업세계탐색행동 요
인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
히고자 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연구결과 및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요인구조
를 중심으로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진로준비
행동 척도는 각 문항이 .462～.831의 요인부하량
을 나타내고, 3개 하위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3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48.465%를 설명하고

Cronbach' α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n=548)

(n=548)

(n=103)

.865

.812

.720

.831

.822

.687

.855

.844

.720

.912

.841

.794

있으며, 각 하위요인들은 6～10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비교
적 안정된 요인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에 제시한 각 요인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
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한 자기 자신의 심리
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척도이므로 ‘자기이해행동 요인’이라고 명명하였
다. 요인 2는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
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이므로
‘직업능력향상행동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
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및 탐색활동을 알아보
는 척도이므로 ‘직업세계탐색행동 요인’이라고 명
명하였다. 척도의 구성타당성을 위해서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이나 하위요인이 동질적이어
야 한다(문수백, 2003).
표 2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각 하위

- 2093 -

상담학연구

요인과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784～.878로 .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431～.591로 각 요인과 전체와
의 상관보다는 낮았다. 이는 각 요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동질적으로 진로준비행
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하므
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과 그림 1에 의하면, 적합도 지수 IFI값
(.918), TLI값(.909)과 CFI값(.917)은 모두 .90 이상이
므로 좋은 적합도(Byrne, 2001)로 판정할 수 있으
며, RMSEA값(.054)은 .05와 .08 사이이므로 양호한
모형(문수백, 2009; Browne & Cudeck, 1993)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준비행
동 척도는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구인타당도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 근거에 따
라 관련된 변인들 간에는 특정한 상관(정적, 부적
상관)이 있어야 한다(문수백, 2003). 표 4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r=.673)
을 보임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김
선중, 2005)를 지지해 주고 있어 수렴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진로탐색장애 척도는 .01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r=-.209)을 나타냈다. 이
것은 진로장벽이 높게 지각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김선중, 2005)를 지
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에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α계수를 살펴보면 전체가
.912이며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행동 요인은 .865,
직업능력향상행동 요인은 .831, 직업세계탐색행
동 요인은 .855로 나타났으며, 반분신뢰도는 .812
～.844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7

～.720으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동질성이
높고 내적 합치도가 높으며, 비교적 시간적 안정
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비교적 타당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과 관련된 상담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생의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
탐색행동 측면에서 구성하여 진로준비행동의 더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특정 전공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
나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물론 진로발달에 근거한 진로준비행동을 측
정함으로써 진로의 단일적인 면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는 최근 행동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개인의 진로
발달에 근거한 진로준비행동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특정한 시기의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로발달의 과정 차원에 초점을 둔 측정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진로준비에 있어 행동
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실제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 상담의 효과적 측면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진로준비
행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한 이론적 근
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된 제한
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과 관련된 일반화 제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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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휴학생, 전문대학
생 및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까지 일반
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인구분포 비율에 따라 고르게 표집하지 못한 점,
학년이 3, 4학년에 치중되어 표집된 점, 성별 비
율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많은 점
등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휴
학생, 전문대학생 및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일반
인들까지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학년, 성
별의 비율을 고르게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게 개발된 척도는 주로 이론
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측정 도
구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진로준비행동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서 본 척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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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Choi, Yoon-Kyung

Kim, Seong-Ho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o
validate it. This study was involved three steps. First, 93 preliminary items were composed by theoretical
literatures and traditional scale after the verification of the experts(7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1 school teacher
of Korean). Second, the preliminary scale consisting of 93 preliminary items was administered to the samples of
180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Kyungpook, and after revising the preliminary items based on item-scale
correlation and factor extraction, the preliminary scale consisting of 92 preliminary items was administered again
to the samples of 166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Kyungpook. Finally, the preliminary scale consisting of
revised 38 items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was administered to the samples of 548 university students in the
whole country, and the scale consisting of 3 factors and 25 items was finally developed based on item-scale
correlation and factor extraction. The first factor(10 items) was related with self-understanding behavior, the
second(9 items) was related with job skill improvement behavior, and the last(6 items) was related with job
world search behavio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3 factors, and it showed a
good fit of the model. Internal consistency(Cronbach's α) of total score showed .912 and cronbach`s α of 3
subfactors demonstrated .831-.865.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 In addition, the limitation of study and the
practical use was discuss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Understanding Behavior, Job Skill Improvement Behavior,
Job World Searc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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