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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 1997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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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한 이러한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과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 간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1997년부
터 2006년까지 10년간 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통해 발표된 관련 연구 88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들은 연구자 특성, 연구발표지의 특성, 부모의 영향 변인,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 연구방법, 연
구도구 및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몇몇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에 있어 편중된 분
포를 보이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추후 연구의 나아갈 방향과 부가적으로 요
구되는 연구주제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발달, 진로선택, 부모의 영향,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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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 전문화, 유연화로 특징짓는 현대 직업

름은 이어지는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 및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적절히 탐색

가족변인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효시가

하고 선택하면서 진로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되었다(Hargrove, Creagh, & Burgess, 2002).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여겨진다.

1950년대 로(Roe)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

이러한 청소년의 주요 발달 과업을 조력하려는

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

적으로 시작되면서 자녀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려는데 있는데(이

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Roe,

희영, 2000),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는

1957; Roe & Siegelman, 1963)이 발표되었다. 이러

발달의 맥락적 요인으로서의 가족 혹은 부모의

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아동기 경험에 대한 사람

역할을 들 수 있다.

들의 기억을 묻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아버지

최근 서구에서도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와 어머니간의 양육방식의 차이나 시간에 따른

관계적 맥락(relational context)에 대한 연구가 활발

양육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을 타고난 기질

는 비판(Osipow, 1983)이 제기되면서 서구에서는

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행동의 많

1980년대 이후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은 부분을 사회적, 환경적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

정신분석의 영향으로 등장한 애착이론(attachment

다(Moos, 1989)는 생각에 기초한다. 즉, 진로선택

theory) 역시 개인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는지를

및 발달에 있어 개인 심리적 변인의 역할만 강조

예측하는데 사용되면서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

하게 되면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환

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또

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결

다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Hargrove, Creagh, &

정을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

Burgess, 2002). 이러한 애착이론에 기초한 연구들

기 때문에(손은령, 김계현, 2002) 진로선택 및 발

(Blustein, Prezioso, & Palladino, 1995; Blustein et al.,

달 연구에 있어 관계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중

1991; Felsman & Blustein, 1999; Ryan, Solberg, &

요한 일이다.

Brown, 1996)은 아동 초기에 경험한 애착 유형에

청소년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관계적 맥락

따라 청소년기 이후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호가

중 하나인 부모에 대한 관심은 진로발달 연구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들 사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로발달

있었는데 점차 애착 뿐 아니라 심리적 분리

에서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프로이트(Freud)

(sepa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의 성격발달과 아들러(Adler)의 출생순위에 대한

였다. 경험적 연구결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러

연구와 같은 정신역동이론을 기초로 하여 시작되

한 연구들 역시 Roe의 이론에 기초한 연구들과

었는데 특히 아들러 이론을 활용한 출생순위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기억을 토대

가족형태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Leong et al.,

로 긴 세월이 지난 성인의 행동을 예상하는데 따

2001; Watkins, 1984; Watkins & Savickas, 1990)은

르는 어려움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Sharf, 2006).

아동의 출생순위나 성별에 따라 형성된 독특한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맥락적 연구

성격특성이 직업선호 및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

로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후 이러한 연구의 흐

간의 상호작용을 진로선택 및 발달의 주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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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보는 연구들(Bradley & Mims, 1992;

한 연구들의 실용적인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축적

Eigen, Hartman, & Hartman, 1987; Guerra &

된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

Braungart-Rieker, 1999; Moon et al., 1993, Young et

제 및 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들에 대한 전

al., 1997)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 상호작용,

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며 앞으로 연구가 나아가야

경계, 정서적 상호의존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면서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가족 내 직업패턴이나 진로에 관한 부모-자녀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발표된 우

의 상호작용 등이 개인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어

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한 연

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구들 중 부모의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물들을 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구에서는 다양한 관

집, 분석하여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계적 맥락의 연구들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거쳐

더불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연구영역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관계주의로 규정되는

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향

한국문화에서의 자녀는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을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서구의 관계적 맥락

강조하는 서구의 자녀들에 비해 진로선택 및 발

연구 동향을 기초로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달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상호의존성을 중요한 규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물들의 주 관

범으로 여긴다는 점(조긍호, 1999; 최상진, 2000;

심영역을 분류해보고, 그 분류된 연구물들의 경향

최인재, 2006)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

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국내‧외 시대적 혹은 문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

화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방 법

비로소 청소년 진로발달 및 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이지연, 2002) 관련
연구의 수와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Hedges, Shymansky, Woodworth(1989)에 따르면,

세계적인 연구 흐름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

메타자료의 분석은 문제의 형성, 자료의 수집, 자

수성에 기초하여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한 연구

료의 선정과 평가, 자료의 코딩, 자료의 처리와

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부모의 영향에 대

해석의 5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본 연구는 메타자

한 연구들 역시 꾸준히 결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료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지닌 논문은 아니지만,

연구 활동이란 모든 학문의 이론적 기초를 확

일정한 주제 하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을 수

립하고 이론과 현실간의 차이를 좁히며, 학문의

집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적절한 기준 하에서 분

실제적 응용가능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

류하여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다. 즉, 학자들은 연구결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기한 절차에 따른 연

의 누적된 연구들을 통해 연구의 가치를 재평가

구 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현실의 변화를 재해석하

따라서 연구자들은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며, 발전적인 연구 방향과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된 부모 혹은 가족에 관한 연구물들을 수집

노력할 필요가 있다(Osipow, 1994). 특히 청소년의

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고 선택활동을 조력하기 위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과 같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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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과 한국심리학회,

이건남, 2003; Hedges, Shymansky, & Woodworth,

한국진로교육학회 등의 관련 학회지, 대학 도서관

1989)을 기초로 하고 연구방법 전문가 1인의 타당

등에서 최근 10년간(1997년～2006년)의 연구물을

화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코딩의 항목을 확정

검색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약 150 여

하였다: 연구자 특성(성별, 연구자 수), 연구의 외

편이었다. 이러한 150여 편의 연구물 목록에서 학

적 특성(발표연도, 발표지), 연구의 내적 특성(연

회지와 학위 논문 등의 형태로 중복 수집된 자료

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도구, 분석방법).

들과 논문 제목 수준에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

특히 연구 주제 및 연구 도구를 보다 체계적으

지 않는 논문들(부모의 진로의식 및 교육관에 대

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우선 연구변인을 부

한 연구,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자녀의 의사결정

모의 영향에 관한 변인과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

성향에 대한 연구 등)을 제외시키면서 자료를 1차

으로 나누었다. 이후 부모 변인은 서두에서 살펴

선별하였다. 이후 연구내용을 직접 확인하면서 다

보았듯이, 진로발달에 있어 관계적 접근(relational

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자료를 2차 선별하여

approach)을 분류하는 선행 분류체계들(이희영,

최종적으로 총 88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

2000; Hargrove et al, 2002; Sharf, 2006)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족 내 자녀특성(가

첫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한 변인(이후 진로 변인)과 부모 혹은

족 내 출생순위, 성별 등), 양육태도, 애착 및 심리
적 독립, 상호작용, 부모특성(학력, 직업, SES 등).

가족에 관한 변인(이후 부모 변인)에 있는 연구를

또한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은 본 연구의 대상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

이 된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진로상담의 주요 구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극히 일부에

성개념을 중심으로 다음의 8가지로 분류하여 코

부모 변인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딩하였다: 진로(미)결정, 진로성숙, 진로정체감, 진

둘째, 진로 변인과 부모 변인간의 관계를 밝히
는 연구들을 포함시켰다. 즉, 양 변인간의 단순상

로결정자아효능감, 진로사고, 진로행동, 진로흥미
및 가치, 기타.

관연구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순 상관연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딩된 자료들을 SPSS 12.0

구가 비록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을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변인간의 영향(인과관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행
된다는 점(김계현, 2000)을 감안해 볼 때, 부모의

결 과

영향 변인을 탐색해나가는 과도기적 연구라는 측
면에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관계로 열람이

연도별 논문수

불가능한 논문, 도서관이 아직 입수하지 못한 논
문 등 연구자가 실제 연구물을 구할 수 없는 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논문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문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논문자료들을 코딩하기 위해 다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이 포함된 연구들 중 선

양한 선행 연구들(유태용, 탁진국, 1998; 이지연,

별된 88편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연도별 분포는

- 1470 -

선혜연․김계현 /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 1997년～2006년

표 1. 연도별 논문 수와 비율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논문수(%)

0(0)

4(4.5)

3(3.4)

4(4.5)

4(4.5)

2002

2003

2004

2005

14(15.9) 23(26.1) 18(20.5) 11(12.5)

2006

총 계

7(8.0)

88(100)

표 1과 같다.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연구 중

(67.1%)는

석사학위논문이었고,

박사학위논문은

부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4.5%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의 28.4%를 차지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최근 2년간의 관련

학술지 연구도 대부분은 단독 혹은 2인의 공동연

논문 수는 다소 감소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구이며, 3인 이상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특히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된 해는 2003년

타났다.

으로서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시기를 전
후로 하여 대부분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연구대상

있다.
표 3은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 변인이
연구자 성별 및 발표지

포함된 연구들의 연구대상자를 정리한 것이다. 연
구대상자는 크게 부모와 자녀로 나누어지는데 특

표 2는 연구자의 성별과 발표지의 특성을 요약

히 자녀의 경우는 학제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

해 놓았다.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 변인에 관심을

고등학생, 대학생 등으로 분류되었다. 연구대상의

갖는 연구자들 중에는 여성이 조금 높은 비율

분석결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진로발달에

(60.2%)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

있어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의 지각

한 연구의 대부분(71.6%)이 학위논문이라는 점이

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모를 연구

다. 게다가 이러한 학위논문 중에서도 상당수

대상으로 한 논문은 거의 없다(4.5%)는 점이다.
또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60.2%)은

표 2. 연구자 성별 및 발표지 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빈도(%)

성별

남

35(39.8)

여

53(60.2)

초등학생

11(12.5)

총계

88(100)

중학생

14(15.9)

고등학생

27(30.7)

단독연구
학술지
발표지

표 3. 연구 대상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공동연구
박사논문

연구대상

10(11.4)

학생

빈도(%)

2인

14(15.9)

대학생

26(29.5)

3인 이상

1(1.1)

학령혼합

6(6.8)

부모

1(1.1)

부모 및 자녀 혼합

3(3.4)

4(4.5)

석사논문

59(67.1)

총계

88(100)

부모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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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오

표 4. 부모영향에 대한 연구주제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히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수

부모영향 변인 연구주제

빈도(%)

양육태도

28(27.7)

애착 및 심리적 독립

32(31.7)

상호작용

21(20.8)

부모의 특성(학력, 직업, SES 등)

19(18.8)

자녀 특성(가족내 출생순위, 성별 등)

1(1)

총 계

101(100)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연구는 28.4%로
적은 편이다. 특히 진로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연령
에 따라 부모의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령 간 비교연구가 필요한데 이
러한 연구는 거의 없는(6.8%)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부모영향 변인 연구
표 4를 살펴보면, 부모 변인은 가족 내 자녀특

개인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는지를 예측하려고

성을 제외한 4가지 연구주제가 고르게 연구되고

하는 이론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있다. 부모 변인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는 관심이 줄어들면

제는 부모의 양육태도(27.7%)와 애착 및 심리적

서 이를 대신하여 애착 및 심리적 독립에 관한

독립(31.7%)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각각 진로발달

연구들이 뒤를 이은 경향(Sharf, 2006)이 있는데 반

이론가인 로의 진로발달이론과 애착이론을 기초

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2000년대 들

로 한 연구들로서 전자는 개인의 직업선택에 있

어와서 동시에 연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표 5 참

어 부모의 양육방식의 영향을 예측하는 이론이며,

조).

후자는 발달심리학의 주요 개념인 애착을 통해
표 5. 부모영향 변인 연구주제의 연도별 분포
부모영향 변인

연도

총계

총계

양육태도

애착 및 독립

상호작용

부모특성

자녀특성

1998

1

1

0

2

0

4

1999

0

1

1

1

0

3

2000

1

1

0

2

0

4

2001

0

2

1

1

0

4

2002

5

5

3

5

0

18

2003

9

10

3

5

0

27

2004

5

7

5

2

0

19

2005

6

4

3

1

1

15

2006

1

1

5

0

0

7

28

32

21

19

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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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진로관련 변인 연구

부모영향 변인별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 연구

표 6에서는 부모의 영향에 따른 자녀의 진로관

표 7에서는 부모의 영향에 관한 변인별로 자녀

련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정리

의 진로관련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

해 놓았다. 이중 가장 많이 연구된 내용은 진로결

지를 정리하였다. 상기한 각각의 변인별 연구결과

정(31.4%)과 진로성숙(29.5)이었으며, 주목할 만한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가 진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진로결정자아효능감

행되었던 것은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10.5%)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진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연

로사고(4.8%)나 진로행동(2.9%)에 대한 연구는 그

구들(15편)이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12편)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가족 내 상호작용(10편)을 통해서는 자녀의 진로
결정보다는 진로성숙을 살펴보려는 연구가 조금
더 많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부모 변인에 따른

표 6. 자녀의 진로 변인 연구주제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다양한 자녀의 진로변인이 고르게 연구되기보다

자녀 진로관련 변인 연구주제

빈도(%)

진로(미)결정

33(31.4)

진로성숙

31(29.5)

진로정체감

6(5.7)

진로결정자아효능감

11(10.5)

자녀의 진로흥미나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

진로사고

5(4.8)

한 연구주제는 연구자들에게 관심대상이 되지 못

진로행동

3(2.9)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흥미 및 가치

8(7.6)

기타

8(7.6)

총 계

105(100)

는 특정 진로변인에 치우쳐 연구된 경향이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
로결정자아효능감이나 진로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가족 내 상호작용이

연구 방법
표 8은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
에 관한 논문들을 일반적으로 교육연구에서 많이

표 7. 부모/가족 변인과 자녀진로 변인간의 교차분석
자녀진로변인
진로결정 진로성숙 진로정체 진로효능 진로사고 진로행동 흥미/가치

부모/
가족
변인

기타

총계

양육태도

9

12

1

0

1

0

4

3

30

애착/독립

15

8

3

6

3

3

2

1

41

상호작용

9

10

1

6

1

1

0

2

30

부모특성

8

5

0

0

0

0

3

3

19

자녀특성

0

0

0

0

0

0

0

1

1

총계

41

35

5

12

5

4

9

1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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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영향 변인의 측정도구

표 8. 연구방법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방법

빈도(%)

표 9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측정하는 다양한 측

상관연구*

31(35.2)

정도구들의 종류와 각 측정도구가 연구에서 사용

인과-비교연구**

54(61.4)

조사연구

2(2.3)

실험연구

0

사례연구

1(1.1)

내용분석

0

측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설문 문항을

문화기술지 연구

0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부모의 직업이

88(100)

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한 ‘가정환경

유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총 계

된 빈도수를 정리해 놓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
은 우선 총 88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들
을 조사하여 빈도수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부모
변인의 5가지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단,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 내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의 특성을

* 변인들간의 관계 규명에 주된 초점을 둔 연구(단
순상관분석 연구 포함)

진단검사’를 ‘가정환경’이라는 주제 하에 추가하
여 총 4개의 범주 하에서 연구도구를 분류하였다.

** 변인간의 영향력 혹은 인과관계 규명에 초점을 둔
연구(구조방정식 연구 포함)

표 9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양육태도에 대한 검
사도구로는 이종승, 오성심(1982)이 제작한 ‘부모
의 양육태도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애

채택되고 있는 7가지 연구방법(최태진, 2007)에 따
라 분류하여 그 빈도와 백분율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를 기초로 하며, 질
적 연구는 사례연구의 형태로 1편만이 수행되었
다. 특히 양적 연구 중에서도 상관연구와 인과-비
교연구가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 영향 변인과 자녀의 진로 관련 변인간의 관
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부
분임을 시사하며, 특히 과반수의 인과-비교연구들
은 부모의 영향 변인이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에

착 및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987년
Armsden과 Greenberg에 의해 개발된 ‘부모에 대
한 애착척도(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번안한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
다. 가족 내 상호작용은 비교적 다양한 검사들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을 검사하기 위해 1982년 Barnes와 Olson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PACI; 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번안한 검사가 비교적
자주 사용되었다.

얼마만큼 영향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의 측정도구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표 10은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을 측정하는데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 있어 부모의
영향 변인을 연구자가 조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연구도구들의 빈도와 비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우선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도구 중에서는
Career Decision Scale(CDS)을 1992년 고향자가 번
안한 ‘진로의사결정 수준검사’와 Harren(1984)이

연구도구

개발한 척도를 Buck와 Daniels(1985)가 수정한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ACDM)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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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부모/가족 변인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연구도구의 빈도
검사내용

양육태도

검사명

양육태도
검사

빈도
이종승

14

김기정

2

허묘연

2

IPPA
애착 및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심리적 독립

24

13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BRS
(Parent Behavior Rating Scales)
행동통제양식검사
(김순화)
AAS
(Adult Attachment Scale)

6
1

1

1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2

Adolescence)

FES

1

(Family Environment Scale)
FAC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2

Evaluation Scale)
가족의사소통척도

1

(마정건)
PACI
(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CRPSS

7

1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ISSB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
ISEL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부모자녀관계척도
(박영신)
SCS
(Self-Construal Scale)
FAD
(Family Assessment Device)

3

1

1

1

1

CPIC

FSS

1

(Family Structure Survey)
가정환경

PARQ

빈도

SITA

PSI

상호작용

검사명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1

Conflict Scale)

가정환경진단검사

6

된 ‘진로의사결정 유형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

진로성숙을 측정하는 검사로는 Crites(1978)가

었다. 이 도구들은 동일한 진로결정의 주제를 측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정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상 ‘수준’과 ‘유형’을 측

를 김원중(1984)이 번안한 것과 이기학(1997)이 제

정하는 상이한 검사이므로 두 가지 모두 자주 사

작한 진로태도성숙검사가 자주 사용되었다. 진로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숙은 발달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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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연구도구의 빈도
검사내용

검사명

빈도

CDS

16

(Career Decision Scale)

진로결정

CDDQ
(Career Decision Difficulty Questionnaire)
CMI

14

(Career Maturity Inventory)
진로성숙

초중학생용진로성숙도검사

4

(강원도교육연구원)
진로발달측정도구

MVS

5

(My Vocational situation)
초등학생 진로흥미검사

진로흥미 및

(김남규)

가치

직업가치관검사

2
1

(이기학)
진로사고

CTI

(Career Factor Inventory)
ACDM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진로태도성숙척도
(이기학)
진로성숙도검사
(한국교육개발원)

2
13

11

1

OIS
(Occupational Identity Scale)
홀랜드진로탐색검사
(안창규)
직업가치관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3
1

5

(Career Thought Inventory)
진로탐색행동검사

진로행동

CFI

빈도

1

(안창규)
진로정체감

1

검사명

2

(이득연)

진로결정

CDMSES

자아효능감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기타

기타 진로검사

진로준비행동검사
(김봉환)

2

11
8

설문지

15

로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중

석방법의 사용빈도를 표로 작성하였다. 일반적으

고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들이 주로 사용

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평균, 표준편차,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도계수  와 같은 분석방법들은 제외하고 분
석하였으며 ‘기타’에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군집

분석방법

분석과 같이 빈도수가 낮은 연구들이 포함된다.
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방법은 상

표 11과 12에서는 자녀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분석, 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ANOVA), t검증의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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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분석방법의 사용빈도

1998

t검증

ANOVA

MANOVA

 검증

회귀분석

상관분석

공변량
구조분석

요인분석

기타

3

3

0

1

1

2

0

0

0

1

0

0

1

2

0

0

0

1999
2000

1

1

0

2

0

0

0

0

3

2001

2

3

0

0

3

2

1

0

0

2002

8

10

1

1

8

9

1

1

1

2003

13

8

0

1

16

18

2

2

2

2004

9

11

2

1

9

13

3

1

1

2005

2

4

2

1

8

10

0

0

1

2006

4

2

0

0

4

5

0

0

0

총계(%)

42(18.5)

43(18.9)

5(2.2)

7(3.1)

50(22.0)

61(26.9)

7(3.1)

4(1.8)

8(3.5)

요인분석

기타

표 12. 발표지 별 분석방법의 사용빈도
공변량

t검증

ANOVA

MANOVA

 검증

회귀분석

상관분석

석사

33

32

1

7

29

41

0

0

7

박사

0

2

1

0

3

2

2

0

0

학술지

9

9

3

0

18

18

5

4

1

총계(%)

42(18.5)

43(18.9)

5(2.2)

7(3.1)

50(22.0)

61(26.9)

7(3.1)

4(1.8)

8(3.5)

부모의 영향 변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려는 연구

구조분석

논 의

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LISREL)의 경우는 2001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이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표 12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들

를 살펴보면 이 분석방법의 경우는 석사논문에서

을 분석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 동향을 살펴

는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학술지 연구에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추후 청소년 진로선택 및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석사논문의 경

발달에 대한 연구에 있어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우에는 상대적으로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

보다 의미 있게 연구하기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많이 사용되었다.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관련된
최근 서구의 연구 동향 및 선행 연구들과 관련지
어 논의해보고자 한다.
- 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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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

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발표된 연도와 발표지

양 방향적(bidirectional)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방

의 종류에 있어 편중된 분포를 이룬다. 즉, 연구

의 회상적 기억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의

들은 최근 십년간 꾸준히 계속되고는 있으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2003년(26.1%)과 2004년(20.5%)에 집중적으로 연구

있다. 따라서 추후의 관련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

가 된 이래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연구

한 부모의 영향에 대해 부모의 입장 혹은 지각에

가 석사학위논문(67.1%)이었고 학술지 연구 역시

서 확인해보거나 양 방향적 상호작용을 직접 연

대부분이 단독(11.4%) 및 2인 연구(15.9%)로 ‘편중

구함으로써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

된’ 연구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의 영향

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에 관한 연구에 있어 숙련된 다양한 연구자들의

다. 실제 최근 서구의 관계적 맥락 연구의 흐름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규모 있는 연구가 거의 없

(Young et al., 1997, Phillips, Christopher-Sisk, &

으며, 이러한 연구 동향으로 인해 양질의 연구들

Gravino, 2001)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

다.

하고 있다. 이는 점차 관련 연구들의 수가 감소하

셋째, 연구대상에 관한 또 다른 의미 있는 결

고 있는 연구동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과로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60.2%)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

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

달에 있어 양질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다. 반면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연구는

위해서는 숙련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동

28.4%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

시에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고려하는

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기가 진로 선택이 가시

연구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분야임을

화되는 시기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감안해 볼 때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

진로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들

들의 공동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영향 변화를 살펴보기 위

둘째,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부모

해서 다양한 학령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

의 영향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시각에서 이루어

에 학령 간의 비교 연구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

졌다. 즉, 연구대상에 있어 자녀의 지각을 중심으

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

넷째,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의 영향에 대한 연구(4.5%)는 거의 없었다. 이는

부모변인으로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애착 및 심

연구대상에 부모를 포함시키기보다는 자녀만을

리적 독립(31.7%), 부모의 양육태도(27.7%), 상호작

연구하는 것이 연구 수행 시 더 수월하기 때문일

용(20.8%), 부모의 사회적 지위 특성(18.8%), 자녀

수도 있고, 혹은 연구자가 실제 부모의 개입영향

의 성별 및 출생순위(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보다는 부모의 영향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더 중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과정(애착 및 심리적 독

요한 변인으로 파악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

립, 양육태도, 상호작용)보다는 가족 배경이나 가

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의 현재 지각에만 초점

족의 구조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부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회상 내용

모의 사회적 지위 특성 및 자녀의 성별 및 출생

의 왜곡이 가능하다는 측면(Schacter, 2001)에서 해

순위)이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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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에 기초한 자녀의 출생순위나 성별에 따

초기 경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진로선

른 진로발달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택 및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이

이는 최근 서구의 연구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러

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연구의 동향은 가족의 구조적 특징에 초점을

이런 이유에서 최근 서구의 관련 연구들(Blustein,

둔 연구 결과가 변화 가능한 변인에 관심을 두어

2001; Blustein et al., 1997; Phillips, Christopher-Sisk,

야 하는 상담실제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적기 때

& Gravino, 2001)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문에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이희영, 2000), 실제적

관여하는 방식 및 자녀가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함의가 높은 방향으로 연구의 관심이 몰려있음을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 등을 직접적으로 연

시사해주고 있다.

구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다섯째, 부모의 영향변인에 관한 서구의 최근

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역할 및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 관련 연구들의 가장

연구를 아직 찾아 볼 수 없는데 추후 연구들은

큰 특징은 다양한 부모 영향변인에 대한 연구들

부모의 영향변인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의 관심

이 동시대적으로 함께 연구되고 있다는데 있다.

확장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로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로(Roe)의 이론에 기초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이론에 기초한 애착 및

마지막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진로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들은 관계적 맥락 연구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진로결정(31.4%)과

의 초창기 주제들이며, 최근에는 아동 초기 경험

진로성숙(29.5%)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는

을 오랜 세월 후의 진로관련 변인과 관련짓는 연

진로결정과 진로성숙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및

구에 대한 비판과 회상적 자료의 문제점 때문에

발달에 있어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기 때문일 것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harf,

이다. 단, 진로결정 변인의 경우 진로결정수준

2006). 하지만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50%)과 진로결정유형(40.6%)에 대한 연구는 상이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

한 연구도구를 통해 상보적으로 연구되는 변인임

근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서구의 연구결과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

를 우리나라 문화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연구

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인을 분

자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부모

류함에 있어 진로결정의 수준과 유형을 독립적인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동시에 등장한 것으

변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추후 이 분야의 연구들은 상담실제에

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모의 영

본 연구는 연구물 선정에 있어 청소년 진로 선택

향변인에 대한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청소

및 발달에 관한 변인과 부모 및 가족의 영향변인

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간의 관계 연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중요

해석에 있어 제한점을 지닌다. 즉, 연구 방법에서

한 변인이다(김영근, 2005; 김은진, 천성문, 2001;

명시했듯이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간접적

이상무, 2004; 정행옥, 2004; Blustein et al., 1991;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진로의식이나

O'brien, 1996).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은 대개 아동

자녀에 대한 진로교육관과 같은 주제의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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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제외되었으며 부모의 영향 변인과 자녀의 진로관
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단순상관

유태용, 탁진국 (1998). 창간 10주년을 맞는 ‘한국

연구도 포함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

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의 내용분석 및

다.

앞으로의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
직, 11(1), 53-76.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영향 변인에 대한 연
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했을 뿐 청소년 진로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선택 및 발달에 이러한 각 영향 변인이 구체적으
로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이상무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

못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

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었듯이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나 ‘양육태도’에

논문.

대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의 연구 축적이 이루어

이종승, 오성심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여 구체

우트, 11(1).

적인 효과크기를 확인해 보는 시도가 가능할 것

이지연 (2002). OECD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
스 정책 협력사업(Ⅱ). 서울: 한국직업능력

이다.

개발원.
이지연, 이건남 (2003). 진로교육연구의 연구동향.

참고문헌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1-24.

이희영 (2000).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 진로발달.
부산교육학연구, 13(1), 1-19.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

정행옥 (2004).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전주대학

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교 석사학위논문.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조긍호 (1999). 선진유학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김영근 (2005).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상호의존이

문제.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긍호, 이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적 자아개념

원 (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을 매개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모색(pp. 31-162), 서울: 지식산업사.

김원중 (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 심리적 변인과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

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판부.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

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

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

최태진 (200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서정신과학회지, 4(1), 147-162.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
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

- 1480 -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선혜연․김계현 /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 1997년～2006년

279-295.

Blustein, D. L. (2001). Extending the reach of
vocational psychology: Toward an inclusive and

Guerra, A. L., & Braungart-Rieker, J. M. (1999).

integrative psychology of working. Journal of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Behavior, 59(2), 171-182.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factor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Blustein, D. L., Phillips S. D., Jobin-Davis, K.,

47(3), 255-266.

Finkelberg, S. L., & Roarke, A. E. (1997). A
Theory-building investigation of the school-to-work

Hargrove, B. K., Creagh, M. G., & Burgess, B. L.

transition. Counseling Psychologist, 25(3), 364-402.

(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Blustein, D. L., Prezioso, M. S., & Palladino, D. E.
(1995).

Attachment

development:

Current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theory

and

career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status

and

future

185-201.

direc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Harren, V. H.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Hedges, L. J., Shymansky, J. A., & Woodworth, G.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1989). Modern method of meta analysis: a practical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guide.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Special Publications.

Bradley, R. W., & Mims, G. A. (1992). Using family

Leong, F. T. L., Hartung, P. J., Goh, D., & Gaylor,

systems and birth order dynamics as the basis

M. (2001). Appraising birth order in career

for a college career decision-making course.

assessment: Linkages to Holland’'s and Sup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3),

model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25-39.

445-448.

Moon, S., Coleman, V., McCollum, E., Nelson, T., &

Buck, J. N., & Daniels, M. H. (1985). Assessment of

Jenson-Scott, R. (1993). Using the genogram to

career decision making manual. LA: Western

facilitate career decisions: A case study. Journal

Psychological Service.

of Family Psychotherapy, 4(1), 45-56.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Moos, R. H. (1989). Family Environment Scale: Form R.
Palo Alto. CA: Consuting Psychologists Press.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McGraw Hill.
Eigen, C. A., Hartman, B. W., & Hartman, P. T.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1987). Relations between family interaction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patterns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and

career

indecision.

Psychological

Osipow, S. H. (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Reports, 60, 87-94.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career

Osipow, S. H. (1994). The Career decision scale: How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good does it have to be? Journal of Career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 1481 -

상담학연구

Watkins,

Assessment, 2(1), 15-18.

C.

E.,

&

Savickas,

M.

L.

(1990).

Psychodynamic career counseling. In W. B.

Phillips, S. D., Christopher-Sisk E. K., & Gravino K.
Making career decisions in a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relational contex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

Contemporary topics in vocational psychology (pp.

193-213.

79-11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L. (2001).

Roe, A. (1957).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Watkins, C. E. (1984).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Toward an Adlerian vocational

4,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4(1),

212-217.

28-47.

Roe, A., & Siegelman, M. (1963).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Young, R. A., Valach, L., Paseluikho, M. A., Dover,
C., Matthes, G. E., Paproski, D. L., & Sankey,

355-369.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A. M. (1997). The joint action of parents and

Family dysfuntion,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s in conversation about career. Career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Development Quarterly, 46, 72-86.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Schacter, D. L. (2001). The Seven sins of memory: How
the mind forgets and remembers. Boston: Houghton
Mifflin.
Sharf, R. S.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CA: Brooks/Cole.

원고 접수일 : 2007. 9. 15.
게재 결정일 : 2007. 11. 16.

- 1482 -

상 담 학 연 구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7, Vol. 8, No. 4, 1467-1483

Analysis of Research in the Influence of Parents
on the Adolesc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Hye-Yon Seon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methodologies of current articles in the influence of
parents on the adolesc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 and recommendation for
the academic progression in this area. For 10 years(from 1997 to 2006), a total of 88 articles which include the
variables of parents and children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was analyzed for this study. The criteria for
analysis included the following aspects of articles: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the types of research, the
categories of parental variables, the categories of children's variables, th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instruments, and the types of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earch is limited to a few
themes and types of research.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 career development, career choice, influence of parents, research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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