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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자기이해를 기초로 하여 직업역량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진로지도프로그램이 대상자
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14년 9~12월, D시
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SPSS 18.0으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전에 비해 참여후에 자아존중감은 1.06점 감소하였으며(t=3.39. p=.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14.22

점 더 상승되었고(t=-12.41, p=.00), 진로개발준비도는 17.36점 상승되었다(t=-13.85, p=.00). 자기이해에 기초하고 직업
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탐색하며 취업모의훈련을 포함한 본 진로지도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두 
변수에 효과적이었다.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을 때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간에 상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대학생의 진로지도프로그램으로 확대 적
용할 것과 진로지도와 자아존중감을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진로지도 프로그램, 자존감,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The 
structur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was given in 124 participants, Sep.~Dec, 2014 in D city. SPSS/Win 
18.0. was used. The 1.06 points were decreased in self-esteem(t=3.39, p=.00) than before. The 14.22 points, 
17.36 points were increased in self-efficacy(t=-12.41, p=.00),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t=-13.85, p=.00) 
than before. It showed the program was effective. Three variables showed correlation with one another. We 
suggested this structured career preparation program would be applied and extended more in career development 
for the college students. And the follow-up studies about self esteem and relating factors will be needed.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program, Self-esteem, Self-efficacy,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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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 성인기로서 학생의 시기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생활을 비하는 시기이다. 변하는 사회구조와 그

에 다른 직업세계의 변화 그리고 최근 어려워진 취업시

장으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 비에 한 어

려움은 더욱 가 되고 있다[1,2,3].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

도 속에서 학생들은 진로와 련된 많은 부담을 경험

하게 됨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2,3,4,5].

졸업 후의 진로와 직업에 해 고민하는 학생들에

게 진로결정  진로 비에 한 심리 인 부담감을 덜

어주고, 진로와 련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가 올

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제시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4,5], 자신이 계획한 직

업과 진로에 성공 으로 진입하고 스스로 비할 수 있

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자의 진로결정과의 계가 있는 변인들을 악하

기 하여 스트 스, 자아존 감, 진로성숙도, 진로효능

감, 셀 리더십 등이 진로결정과 련되는 심리  변인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4,5,6,7,8],  특히 자아

존 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주  

평가이며, 자아존 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

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8,12]. 자아

존 감은 삶의 사건들을 직면해 방향을 결정을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며 진로결정과 같은 선택을 필요로 하

는 상황에서도 역시 요하게 작용함을 보고하고 있다

[1,4,13].

Bandura[15]에 따르면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삶에 

향을 주는 어떤 사건에 해  자신이 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의미하며 사람을 동기

화시키고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정서 인 건강을 지키는데 기 가 되는 가장 요한 믿

음이라고 하 다.   자기효능감이란 결과를 얻고자 하

는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으로 상황 , 구체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16,17]. 

특히 진로에 한 개인의 자신감  가치 에 용되

는 개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

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진로와 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으

리라는 믿음, 는 진로 련 의사결정에 한 여러 문제

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의 신념, 비도라고 

할 수 있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특정 진

로에 한 결정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향

을 주는 요한 변수이다[14,18].

진로에 한 비된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개발 비도

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인지 , 

정의  특성에 하여 비가 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며, 

 생애에 걸쳐 수행되는 진로개발 과정 안에서 자기 주

도 으로 진로를 탐색, 선택하여 그 진로목표를 이루기 

해 구체  사항들을 확인하고 비하는 상태이다[19].

진로개발 비도의 도구를 개발한 임언과 윤형한[20]

에 의하면 진로개발 비도는 한 개인이 진로개발의 과정

에서 구체 으로 비해야 할 사항들에 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이며, 자신의 흥미, 성  가치

에 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직업  공에 한 지식

에 해 알고 있는 정도, 진로결정에 한 확신 정도, 일

반 인 의사결정에 한 자신감 정도, 진로결정  비

의 과정에서의 계활용의 자신감 정도,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하여 갖추어야할 구직 기술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 다[6,20].

진로개발 비도에 학생의 일반  변수  성별, 학

년, 진로의식이 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강희순[21]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개발 비도는 남자 학생이, 1, 4학

년이 타 학년 보다 더 높았음을 보고하 으며 각 변수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취업 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을 강조하 다. 

진로탐색에 련된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한 이해’, ‘직업세계에 한 이해’, ‘직업에 한 정보수집 

 탐색’, ‘진로목표 달성을 한 실천 는 진로  취업 

련 비행동 측면에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 인 구직 기술’의 내용이다[22,23,24,25,26].

송지은[25]은 한 학기동안 취업을 앞둔 4년제  학생

을 상으로 취업 련 로그램을 진행하 는데 취업의 

동향부터 기업탐색, 면 특강 등 취업과 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한 취업 련 로그램을 용하여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에 효과 이었음을 보고하

다. 최 임[24]은 코칭개념을 로그램에 포함하여 

용한 로그램이 역기능  진로성숙도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효과 이었음을 보고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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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진로지도 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직업세계나 취업

에 련된 주제만을 다루기보다는 자기이해 는 자기분

석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로그램 개발에 

그치거나[23], 특별한 재능을 가진 다재다능한 학생을 

다루는 연구[27], 는 상자의 수가 한 그룹당 10명 

후인 경우가 많았다[28,29,30]. 따라서 자기이해를 포함한 

진로지도 로그램을 용하여 충분한 수의 일반 학생

을 상으로 용하여 효과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 학생을 상으로 자기이해에 기 하

고 직업에 한 자신의 역량을 탐색하는 구조화된 진로

지도 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진로개발 비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으로써 

효과 인 학생의 진로지도 략을 세울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진로지도 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

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한다. 

2) 진로지도 로그램 참여 과 후의 자아존 감, 진

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 수를 확인하

고 그 수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자아존 감,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악한다. 

4)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의 하부 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악한다. 

5)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진로개발 비도의 하

부 역에 차이가 있는지 악한다.

6) 자아존 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

의 상 계를 확인한다. 

1.3 용어정의

1.3.1 진로지도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로지도 로그램이란 학생에게 자신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

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악하도록 도와주도록 교

육함으로써 자신이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계획을 세우며 

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로그램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진로지도 로그램은 진로지도 

 진로 탐색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로그램을 구성하 으며 ‘직업의 의미와 가치’, ‘직업에 

필요한 역량’, ‘나에 한 이해’, ‘직업과 직무 성’, ‘기업

의 소개와 경력 리’, ‘ 나의 역량 알아보기’, ‘나의 역량보

완하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이력서 클리닉’,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 요령’, ‘모의면   평가’ 등으

로 구성하여 매주 100분씩 14회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하

여 진행되었다<Table 1>.

sec-

tion
contents treatment

pretest

1 meaning and value of job

structured, 

standardized

 career program

2 what competence needed in taking job 

3 career development

4 matching aptitude to job

5 understanding myself

6 exploring my competence

7 improving my competence

8 resume and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9 evaluation of indivisual resume

10 evaluation of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11 interview skill

12 simulated job interview

13 evaluation of simulated job interview

14 program summary and cheer-up

posttest

<Table 1> Design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1.3.2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주  평가이며, 자아존 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

용, 존 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1,8,9,10,11].

1.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Hackett & Betz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란 

진로결정과 련된 여러 문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며, 개인의 특정 진로에 한 

결정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향을 주게 되

는 개인 인 신념이다[22,32,3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한 하 요인은 총 5가지인데 첫째, 직업정보

수집 요인은 자신이 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조건

을 구체 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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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설정 요인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

로를 자신감 있고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셋째, 계획수립 요인은 진학과 

취업 등에 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

에 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넷째, 문제해결 

요인은 진로상의 난 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자기평가 요인은 자신의 능력, 가치, 욕구를 정확

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1.3.4 진로개발준비도

진로개발 비도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하

여 필요한 인지 , 정의  특성에 하여 비가 되어 있

는 정도를 의미한다[20].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진로지도 로그램을 

용하여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

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한 단일그룹 사 사

후 설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9-12월,  D 역시에 치한 H 학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을 상하 다. 연구에 필요

한 상자의 수를 구하기 하여 단일 그룹 사 사후 평

균 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한 표본크기는 G Power 

3.1.5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양측검정, 유의

수  .05, 효과크기 0.3, 검정력 0.95의 수 에서 총122명

이 계산되었고 10% 탈락율을 상하여 135명을 상으

로 자료수집 하 다. 로그램 참여에 포기한 상자는 

없었으며, 사 사후 조사에서 불성실하거나 짝이 맞지 

않은 11부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124명의 자료를 최종분

석 상으로 하 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하 으며, 연구참여를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 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 감은 Rosenberg[12]가 개발한 

‘Self - Esteem Questionnaire'를 병제[8]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최승혜와 이해정[31]이 재인용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정 인  5문항과 부정

인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 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승혜와 

이해정[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82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Taylor와 Betz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 

CDMSES)의 50문항을 1996년 Betz, Klein과 Talyor[28]

가 재구성한 단축형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Short Form)도구를 이기학

과 이학주[35]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가지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25문항이다. 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95로 측정되었다.

2.3.3 진로개발준비도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 비도는 임언과 윤형한[20]이 

제작한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자기이해, 공  직업

지식, 진로결정확신도, 의사결정효능감, 계활용효능감, 

구직기술의 6개 하  요소에 한 35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진로개발에 해 비된  상태

를 의미한다.  송지은[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96으로 측정

되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성 , 취업 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상자의 로그램 참여 후의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의 차이는 paired t-test 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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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

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의 차이

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분석 하 다. 한, 자아존 감,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의 상 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4)

Characteristics

(Mean ± SD)
Categories Number(%)

Age(yr)

(22.8±2.07)

25≤ 21(16.9)

22-24 73(58.9)

21≥ 30(24.2)

Gender Male 69(55.6)

Female 55(44.4)

Grade Sophomore 17(13.7)

Junior 31(25.0)

Senior 76(61.3)

Majors Humanities 24(19.4)

Engineering 35(28.2)

Social Sciences 25(20.2)

Natural science 32(25.8)

Others 8(6.5)

Taking career 

class

Yes 97(78.2)

No 27(21.8)

Getting job Yes 11(8.9)

No 113(91.1)

Academic 

Score

4.0≤ 8(6.5)

3.5-3.9 37(29.8)

3.0-3.4 51(41.1)

2.5-2.9 23(18.5)

2.4≥ 5(4.0)

연구 상자의 연령은 평균 22.8세 으며, 22-24세가 

73명, 58.9%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성이 69명(55.6%)

으로 여성(55명, 44.4%)보다 많았으며, 4학년 학생들이  

76명(61.3%)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3학년(31명, 25.0%), 

2학년(17명, 13.7%)의 순이었다. 상자들은 공학 공자

가 35명으로 28.2%이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공, 기타(교육학, 술)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자의 

78.2%(97명)는 취업 련 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하

으며 11명(8.9%)는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하 다. 상

자들의 성 은 3.0-3.4  구간에 51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5-3.9 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았

다. 

3.2 프로그램 전후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의 로그램 후 차이를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상

자의 자아존 감은 로그램 참여  29.6±4.69 보다 참

여 후 28.5±2.48 으로 1.06  감소하 다(t=3.39, p=.00).

 

<Table 3> comparison between pretest score and 
posttest score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all subjectives   

(n=124)
Variables Items M±SD t-value p-value

self-esteem

pre-test 29.6(4.69)
3.39 .001

post-test 28.5(2.48)

gap between pre-post 

test
-1.06

self-efficacy

pre-test 81.8(14.9)
-12.41 .000

post-test 96.1(14.2)

gap between pre-post 

test
14.22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pre-test 115.0(19.1)
-13.85 .000

post-test 132.3(21.5)

gap between pre-post 

test
17.36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로그램 참여  81.8±14.9

보다 참여 후 96.1±14.2 으로 14.22  상승되었으며

(t=-12.41, p=.00), 진로개발 비도 로그램 참여  

115.0±19.1 보다 참여 후 132.3±21.5 으로 17.36  상승

되었다(t=-13.85, p=.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

상자의 진로 로그램 참여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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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

teristics Categories

SE SEF RE

mean(SD) mean(SD) mean(SD)

t or F (p value) t or F (p value) t or F (p value) 

Age(yr) 25≤ 31.4(3.51) 83.4(10.28) 112.6(17.17)

22-24 29.6(4.65) 81.3(15.75) 114.6(19.75)

21≥ 28.3(5.20) 82.1(15.61) 117.6(19.18)

2.84(.62) .16(.84) .45(.63)

Gender Male 30.6(4.37) 82.2(15.22) 116.3(20.39)

Female 28.4(4.84) 81.4(14.64) 113.3(17.44)

2.59(.01) .26(.79) .87(.38)

Grade Sophomore 27.2(6.08) 82.7(14.42) 118.4(19.54)

Junior 30.6(3.93) 85.0(16.64) 123.7(18.55)

Senior 29.7(4.50) 80.4(14.25) 110.6(18.09)

3.07(.05) 1.084(.34) 5.93(.00*)

Majors Humanities 28.2(6.03) 78.2(13.95) 111.9(17.50)

Engineering 30.0(4.83) 81.6(15.96) 113.7(22.43)

Social Scie 29.7(3.62) 83.0(12.91) 113.4(16.07)

Natural Scie 29.9(4.35) 82.9(15.59) 118.4(18.41)

Others 30.7(3.95) 86.1(17.4) 120.6(21.24)

.76(.54) .59(.66) .66(.62)

Taking 

career 

class

Yes 29.81(4.44) 82.9(17.42) 115.1(21.13)

No 29.07(5.56) 81.5(14.22) 114.9(18.65)

.72(.47) -.42(.67) -.05(.95)

getting 

job

Yes 30.0(4.54) 89.0(8.43) 117.9(16.47)

No 29.6(4.72) 81.1(15.24) 114.7(19.40)

.17(.67) 4.9(.02) .45(.50)

Acade-

mic 

Score

4.0≤ 29.5(5.18) 89.2(15.16) 121.1(16.71)

3.5-3.9 29.6(4.59) 83.0(13.65 117.3(18.33)

3.0-3.4 29.5(4.80) 78.4(15.12) 112.5(18.98)

2.5-2.9 29.8(4.47) 85.6(15.58) 115.6(21.86)

2.4≥ 29.8(6.34) 79.2(14.04) 109.2(18.80)

.94(98) 1.68(.15) .66(.61)

SE: self-esteem, SEF: self-efficacy,

RE: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 Scheffe test : b > c

자아존 감은 남학생(30.6±4.37 )이 여학생(28.4±4 

.8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었다. 그밖에 25세 이상, 3학년 그룹, 기타(교육학, 

술 공 등)과 공학계열 공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었지만 자아존 감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취업이 확정된 학생그룹

에서 월등히 높은 수 의 자아효능감을 보 다(t=4.9, 

p=.02). 그밖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었지만, 25

세 이상, 남학생, 3학년 학생, 사회과학 공자에서 타 그

룹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 비도는 3학년에서 123.7±18.55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보

다(F=5.93, p=.00). 4학년의 진로개발 비도는 110.6 

±18.09 으로 2학년의 수인 118.4±19.54 보다 낮게 나

타났다. 마찬가지로 25세 이상의 그룹은 타 연령군에 비

해 자신이 진로개발을 해 덜 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취업이 확정된 그룹, 남학생그룹에서, 공이 기타( 교직

이나 술 등)인 경우 타 공자에 비해 자신의 진로개발

비도를 더 높이 평가하 으며, 취업에 련된 강좌를 

들었거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학 이 4.0이상인 

경우 자신의 진로개발에 비도를 더 높게 평가하 다. 

3.4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의 차이

진로 로그램 참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 역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mparison of subdomains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

teris-

tics

Cate-

gori-

es

SEF1 SEF2 SEF3 SEF4 SEF5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aking 

career 

class

Yes 16.4(3.09) 16.9(3.14) 15.8(3.26) 16.1(3.23) 16.2(3.07)

No 16.3(3.24) 16.8(3.71) 16.31(3.67) 16.3(3.79) 17.0(4.23)

1.1(..85) 0.07(.93) -0.66(.50) -0.28(.77) -1.17(.24)

Gett-

ing 

job

Yes 17.5(1.86) 18.1(2.52) 17.3(2.06) 17.6(2.54) 18.3(2.06)

No 16.3(3.19) 16.7(3.30) 15.81(3.4) 16.0(3.39) 16.2(3.4)

1.20(.23) 1.37(.17) 1.47(.14) 1.52(.12) 2.05(.04*)

SEF1: collecting data, SEF2: establishing goal, SEF3: planning, 

SEF4: solving problems, SEF5: self-evaluation  

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가지 

하부 역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

결, 자기평가 등의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 다. 차이

를 나타낸 변수로는 취업이 결정된 경우에 하부 역  

자기평가 역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높게 

나타났다(t=2.05, p=.04). 나이, 성별, 학년, 공, 취업 련 

특강이나 과목 수강 경험, 성  등의 변수들들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하부 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5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하부영역의 차이

진로 로그램 참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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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개발 비도의 하부 역 분석은 <Table 6>와 같다.

<Table 6> Comparison of subdomains in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

rac-

teris-

tics

Cate-

go-

ries

READ1 READ2 READ3 READ4 READ5 READ6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t/p 

value

Gen-

der

Male 17.3(3.83)23.2(4.60)16.9(3.64)20.5(4.77)20.1(3.90)18.0(4.58)

Fe-

male
17.3(3.17)22.8(3.86)16.6(3.73)20.0(3.94)20.0(4.50)16.2(4.33)

-.07(.94) .49(.62) .45(.64) .61(.54) .11(.90) 2.2(.02)*

Gra-

de

Soph.17.8(3.19)23.1(4.11)17.0(3.41)20.2(5.33)21.1(3.71)18.8(4.10)

Jun. 18.9(3.34)24.8()4.7018.6(3.39)20.7(4.31)21.5(3.90)19.0(4.59)

Sen. 16.6(3.53)22.3(3.96)16.0(3.60)20.1(4.29)19.3(4.19)16.1(4.32)

-.07(.94) .49(.62) .45(.64) .61(.54) .11(.90)
2.2(.02)*

*

Tak-

ing 

career 

class

before

Yes 17.2(3.63)23.0(4.10)16.8(3.68)20.3(4.12) 20.2.09) 17.3(4.45)

No 17.9(3.23)23.2(4.94)16.8(3.71)20.4(5.43)19.6(4.44)17.1(4.94)

-.85(.39) -.23(.81) -.01(.98) -.12(.89) .63(.52) .19(.84)

READ1: understanding oneself, READ2: knowing about jobs, 

READ3: convincing decisions, READ4: efficacy of decision-making, 

READ5: efficacy of using networking, READ6: skill of job hunting

** Scheffe test : b > c

 

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개발 비도의 6개의 하부

역인 자기이해, 공  직업지식, 진로결정확신도, 의

사결정효능감, 계활용효능감, 구직기술의 차이를 분석

하 다.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구직기술에 있어서 성

별(t=2.2. p=.02)과 학년(F=2.2. p=.02)이 차이를 보 다. 

이 에 진로 련 강의를 들은 경험 등의 변수는 진로개

발 비도의 각 하부 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

발준비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인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의 상 계는 <Table 7>와 

같다.

자아존 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 계

를 보 으며(r=.48, p<.00), 진로개발 비도와 양의 상

계를 보 다(r=.51, p<.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 비도도 마찬가지

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r=.74, p<.00) 

<Table 7>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n=124)
Variables SE SEF RE

SE

SEF .48(.00)

RE .51(.00) .74(.00)

SE: self-esteem, SEF: self-efficacy, RE: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진로지도 로그램을 

용하여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

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련요인을 탐색하여 효과

인 진로지도 략을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로그램 참여  연구

변인의 수 을 다른 선행연구의 수 과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자아존 감은  사 조사시 40 만 에 29.6  

수 으로(4 만 으로 환산하면 2.9 ) 이는 김 정과 손

정락[36]이 비수도권에 재학 인 442명의 학생을 상

으로 조사한 자아존 감 수 2.9 과 같은 수 이고, 이

선 [37]이 서울경기 지역 320명을 상으로 조사한 3.04

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 이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125 만 에 81.8 (5  만 으로 

환산하면 3.27 )을 나타냈고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수도권 776명을 상으로 분석한 윤정혜[38]의 3.52 보

다는 낮으며, 간호학생을 보고한 3.03 [4]보다 약간 낮

고, 수도권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송지은[25] 의 연

구에서 각기 다른 두 그룹에서 2.5  2.37 을 보고한 것

에 비해 높은 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 상자의 자아존

감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범주 내에서 속하는 수 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의 진로개발 비도는 175만 에 115

(5 만 으로 환산했을 때 3.28 )으로 이는 4년제와 

문 생 420명을 상으로 조사한 강은 [5]의 연구에서 

3.30 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수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이해를 포함한 구조화된 진로 

지도 로그램을 제공하기 에 비해 로그램 참여 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15.9  상승되었으며(t=-10.43, p=.00), 

진로개발 비도는 21.5  상승되어(t=-9.21, p=.00),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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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재로 제공한 진로지도 로그램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개발 비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

을 확인하 다. 

생각해 볼 것은 이와는 반 로 참여자의 자아존 감

은 로그램 참여  29.7 에서 참여 후 28.4 으로 1.3

 낮아졌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나타냈다

(t=3.64, p=.00)는 이다. 이는 Cai, Zijun[39]등이 보고한  

자아존 감이 높은 경우 진로에 한 응성이 높다는 

결과와 부합하지 않으며, 자아존 감이 진로결정수 과 

상 계가 있고[37], 자아존 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

한 변수이며[13], 취업스트 스와 부 인 상 계가 있

음을 보고한 것[1,4]과 상충되는 것이다. 

진로결정에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왔던 자아존 감이 진로지도 로그램 제공이후 수 이 

낮아진 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해 볼 것은 우

선 자아존 감은 자기자신을 능력있고 의미있고 성공

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진로지도과정에서 상

자 자신의 역량에 한 분석과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

질과 능력을 심층 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수 에 자신의 역량이 미치지 못함을 

악하고 자존감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본 로그램은 자아존 감을 증진시키는 것에  

맞추어지기보다는 자신에 한 이해와 자신의 역량탐색

을 통해 참여 상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인지하

고 자아존 감에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로그램을 마칠 때는 진로결정에 한 자신감인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이 회복되어 증진되고 진로개발에 

한 구체 인 모의실습 등을 거쳐 비되어 짐에 따라 

진로개발 비도는 개선되어 로그램 참여 보다 증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아존 감은 진로결

정 자아효능감이나 진로개발 비도처럼 진로에 련된 

내용을 교육받으면 쉽게 증진되는 것이 아닌  심리  변

인이 아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는 Rosenberg의 자아존 감 척도의 

도구의 타당도에 한 문제이다. 이자  등[41]은 우리나

라에서 자아존 감 측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SS(Rosenberg  ̀ Self-Esteem Scale)에 한 문항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 자아존

감 척도  8번 문항은 자아존 감 체의 신뢰를 떨어뜨

리는 문항으로 명하 으며 8번 문항을 제외하면 단일

요인이므로 도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자아존 감 수가 의도치 않게 반 의 

결과로 낮게 나온 것에 해 도구의 문제 에 한 가능

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참여자의 자기성

찰이나 도구의 문제 무엇이든 간에 향후에는 로그램 

용시 구조화된 자아존 감 증진 략이 충분히 포함되

도록 수정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자의 진로 로그램 참여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은 성별,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취업확정 여부, 진로개발 비도는 학년의 변수가 

차이를 나타낸 변수 으므로 이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이 자아존 감은 

30.6 으로 여학생 28.4 보다 높게 나타났다(t=2.59, 

p=.01). 564명의 학생을 상으로 백옥경[41]이 남학생

의 경우 자아존 감이 여학생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높았다고 보고하 으며, 소연[13]이 정  자

아존 감과 부정  자아존 감을 분리하여 정  자아

존 감에 경우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다 통계 으

로 유의한 수 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미경[42]은 남녀 학생 

242명을 상으로 최보가와 귀연에 의해 개발된 32문

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아존 감을 분석하여 성별에 다

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학생 집단의 경우 자아존 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다양한 도구로 반복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로그램 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취

업이 확정된 그룹의 경우  타 그룹에 비해 7.9 이나 높

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t=4.9, p=.02).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하부 역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

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 역을 분석해보았을 때 다

른 하부 역은 차이가 없었고 자기평가 역에 있어서 취

업이 확정된 그룹의 수가 18.3 으로 12.1 이상 높게 

나타났다(t=2.05, p=.04). 진로지도 로그램을 용하는

데 있어서 취업이 확정된 그룹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

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러나 본 연구 상자들의 

경우 취업이 확정된 그룹은 자아존 감이나 진로개발

비도에서는 타그룹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의 역만이 두드러지게 높

은 수를 보 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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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부 역  자기평가요인

이 높았던 이유로 자기평가 요인은 자신의 능력, 가치, 욕

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33]이므로 많은 시

행착오와 실패 끝에 취업이 결정된 상자들은 자기평가

에 정 이고 자신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송지은[25]의 연구에서도 학생 취업지도 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더 향상되었으며 재 로그램을 받았던 그룹에서 가

장 민감하게 재효과를 보 던 하부 역이 바로 자기평

가가 역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할 은 3학년 학생들이 4학년

보다도 진로개발 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4학년의 진로개발 비도가 2, 3, 4학년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이다. 진로개발 비도를  개발한 임

언과 윤형한[20]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개발 비도가 

수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

년에 따라 이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강희순

[21]도 주지역 262명의 학생을 상으로 학년에 따

른 진로개발 비도는 1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의 순서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을 볼 때,  진로개

발 비도에 한 학생 스스로의 주  평가는 학년

에 따른 일 성을 보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추후 다양

한 상자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진로지도 로그램을 제공한 후, 2

학년들은 118 에서 129 으로 상승하 고(t=-2.46, p=.02), 

3학년들은 123 에서 136 으로 상승하 고(t=-3.58, p=.00), 

4학년들은 110 에서 131 으로 큰 상승을 보 던 

(t=-9.21, p=.00)을 볼 때, 본 진로지도 로그램은 졸업을 

앞둔 4학년은 물론 2, 3학년에서 제공되더라도 학생들의 

진로개발 비도 상승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43,4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주목해야할 것은 이

에 취업 련 특강이나 강좌를 들어본 이 있는 학생들

이 본 연구의  3가지 종속변수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는 이다. 상자의 취업 련 강좌에 한 자세한 구성

은 알 수 없으나 취업강좌나 특강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

가 없었다는 것은 이 로그램 용이  학생들이 참여

했던 취업 련 특강의 효과에 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

며, 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직업의 이해와 자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보완에 

한 동기화, 그리고 구체 인 구직기술인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작성요령과 면 의 구체 인 기술을 포함한 진로

지도 로그램은 참여한 학생에게 진로결정에 한 효

능감을 높이고 진로에 한 자신이 비되었다고 생각하

는 진로개발 비도를 높이는데 효과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로지도 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하 다. 124명의 학생을 상으로 연

구의 주요 3개변수를 사 조사한 후에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구성된 진로지도 로그램을 용하여 매주 100

분씩 14회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로

그램 용을 마친 후 3개의 변수에 한 사후 조사를  실

시하여 로그램 후의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개발 비도를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 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그램 제공 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

도는 증가하 다. 다만 상자의 자아존 감 수가 

로그램 제공후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하여 

로그램  진로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한 이해와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 많이 차이가 있음을 주 으로 

자각한 이유인 것으로 악하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 감이 진로결정에 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로

그램에서 자아존 감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면서도 로

그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략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진로지도 로그램이 제

시되어 진로지도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

는 자아존 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세 연구변수와 련된 요인을 악하 다는데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조군을 두지 않고 단일그

룹만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성숙의 효과 등 외

생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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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화에 신 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로개발 비도가 학년에 

상 없이 2, 3, 4학년 모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냈

으므로 향후 진로지도 로그램을 고학년으로만 용할 

것이 아니라 2학년에서도 용할 것과 자아존 감에 

한 증진 략을 포함한 로그램을 용하며, 조군을 

두어 외생변수를 통제한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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