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인공지능이 주

도하는제4차산업혁명의도래와함께일자리에대한커

다란 변화를 예고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인해 2020년까지약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

게이루어지기시작했으며이는대학에서도학생들의진

대학생의 다양성수용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폐기학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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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성수용도, 폐기학습,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다양성수용도
가 폐기학습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대학교육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에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충북의 3개 대학의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258부의 설문
응답을 최종표본으로 사용하여 SPSS 22.0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양성수용도는 폐기학습과 진로준비행
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학습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폐기학습은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
성수용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폐기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진로준비행동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의 진로교육에 다양성수용도와 폐기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다양성수용도, 진로준비행동, 폐기학습, 대학생, 학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learn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unlearning.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58 university students and SPSS 22.O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penness to diversity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unlearning. Second, unlearning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unlearning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openness to divers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re students enhance their openness to diversity and unlearning, the 
more students develop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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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도를위해논의되어야하는중요한과제라할수있

겠다.

대학은 이제 사회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상생, 발

전하는교육기관으로변화하고있다[1]. 학생들은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진로준

비에들어가게되며이러한진로지도는이제대학의교

육과정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노동시장의 변화는 개인의 주도적 역량 개발과

함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준비를 요구한다[2].

직업을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이 전환점을 맞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다. 직업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그방향과질을결정하는요인이되기때문이다[3].

직업을결정하기위한진로준비행동은몇가지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수집활동, 필

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 또한 진로준비행

동은아동기부터장년기까지계속되는과정이며특히대

학시절의진로에대한준비는미래지향적사고와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수반하므로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5].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

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성은 세계화 시대

의피할수없는환경이며[6] 이에따라조직과개인차원

의 다양성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

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긍정적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7].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논의는더이상소수자의권익에관한것만이아니다. 대

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세계화 시대의 조직과 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할수있게하는중요한요소이며새롭게도래할변

화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의 하나인 것이다[8].

또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

운 지식의 흡수를 요구한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는인간의수명이지식의수명보다더긴세상에살고있

다[9]. Hedberg[10]는 지식은현실의변화와함께성장함

과 동시에 무용화(無用化)된다고 주장했다. 학습은 끊임

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며 오늘날의 지식은 너무 빨리 변

화하고끊임없이생성된다. Toffler와 Toffler[11]는 변화

와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쓸모없는 지식을 버릴 것

을제안하였는데이는폐기학습(unlearning)의 용어로발

전한다. 폐기학습은기존의지식, 기술, 관습등이새로움

을위한변화에걸림돌이될때그것들을제거하는것을

말한다[12,13].

학습은 지식과 정보의 신진대사로 항상 폐기학습을

수반한다[14]. 기존의것이폐기되지않으면새로운학습

은일어나지않거나왜곡될수있다는것이다. 학습의생

명력은실생활에얼마나유용한것인가에있으며이러한

학습의유용성은급변하는정보화사회에서과거에습득

한 무용화된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폐

기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진로에대한준비는끊임없이변화하는사회

의현상이반영되어야하며더이상유용하지않은기술

이나 지식 등을 과감히 폐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일자리에대한커다란변화가예고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맞이하여학생들이자신의진로와관련하여방향

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학 재학 기간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15]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련하여 보

다구체적인요인을탐색하는시기이다[16]. 그러므로대

학생들의진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인들을

연구하고이를토대로학생들이자신의진로를준비함에

있어 올바른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1.2 연구목적
이연구는대학생들을대상으로개인수준의다양성에

대한 수용정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그러한영향관계에서개인의폐기학습이어떠한역할

을하는지검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통해대학에

서 실행되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과정 개설 및 정책수립

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달성을위한이연구의가설은다음과같다.

1. 다양성수용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다양성수용도는 폐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폐기학습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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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학습은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이연구는대학생의다양성수용도가폐기학습과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양성수용도가 폐

기학습을 매개로 할 때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

적과가설검증을 위해변인들간의관계를 바탕으로 [그

림 1]과 같은 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4학

년대학생을대상으로하였으며전공은고려하지않았다.

자료수집은서울과충북소재의 3개대학의교수를통하

여연구의취지와유의사항을충분히설명한후총 300부

의설문지를배포하여각대학별로일괄회수하였다. 설

문은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 간 진행되

었으며총 278명이응답하였다. 그중설문문항이빠지거

나불성실하게응답한설문을제거하고총 258부를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112명(43.0%), 여자는 146명

(57.0%)으로나타나여자가남자보다조금더많은분포

를 보였다. 학년의 분포는 4학년이 178명(69.0%), 3학년

이 80명(31%)이었다.

2.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이 연구의 측정문항은 다양성수용도, 폐기학습, 진로

준비행동, 인구통계학적특성 등 총 4가지 부문으로 구성

하였으며인구통계학적특성을제외한각변인들의문항

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양성수용도는

Pascarella와 그의 동료들[17] 이 개발하고Lee[1]의 연구

에서번역되어사용한 척도를사용하였다. 8개의 문항으

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대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사고방

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질문들로구성되었다. 진로준비

행동은 Kim[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진로

를 결정한 대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등을 참조

하여 개발된 것으로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기학

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Navaro와 Moya(2005)가 경

영성과관리와폐기학습프로세스에대한연구에서사용

한 척도를 바탕으로 Kwon[18]이 문항을 추가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Table 1> Scale Reliability
Scale

No. of
questionnaire

Cronbach’s α sourc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

Openness to
Diversity 8 .784

Pascarella et
al.(1996)

Unlearning 10 .730
J.E.Kwon
(2011)

C.P.B
CPB1 5 .859

B.W.Kim
(1997)

CPB2 4 .858
CPB3 7 .86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볼 수

있는 Cronbach’s α값이 0.7이상이되면신뢰성이비교적

높다고 판단하는데[19] 이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이 .730

이상으로나타나신뢰도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

며요인회전은베리맥스회전방식을이용하였다. 요인분

석모형의적합성을판단하기위하여 Bartlett의구형검사

(Bartlett test of sphericity)와 Kaiser-Meyer-Olkin의표

본적합성 검사(measure of sample adequacy)를 실시하

였다.

다양성수용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8개 측정 항목에

서 1개의 요인이 생성되었으며 다양성수용도의 Bartlett

의구형성검정의근사 χ2=491.466(df=28, p<.001)로 나타

났으며 KMO의 표본적합성 검사는 .787로 적합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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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폐기학습은 10개의 측정항목에서 1개의 요인

이 생성되었다. 폐기학습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근

사 χ2=579.126(df=45, p<.001)으로 나타나서, 입력변수들

이 단위행렬이 아님을 알 수 있고, KMO의 표본적합성

검사는 .728로 제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준

비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16개 측정 변수에서 3개의

요인이생성되었으며요인 1은정보수집활동(CPB 1), 요

인 2는 도구구비활동(CPB 2), 요인 3은 목표달성활동

(CPB 3)이다.

<Table 2> Validity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actor/Indica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nation

CPB 1 2.488 48.96

item 5 .789

item 4 .707

item 2 .705

item 3 .691

item 1 .593

KMO=.735, χ2=409.413(df=10, Sig=.000)

CPB 2 2.344 58.59

item 8 .904

item 9 .733

item 6 .704

item 7 .703

KMO=.756, χ2=310.046(df=6, Sig=.000)

CPB 3 2.641 57.73

item 12 .820

item 15 .679

item 16 .626

item 14 .574

item 13 .546

item 11 .509

item 10 .477

KMO=.792, χ2=350.893(df=21, Sig=.000)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다양성수용도와 폐기학습은 각각 3.51과

3.45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은

3.30-3.53으로보통이상으로나타났다. 일변량정규성은

왜도와첨도를통해알아볼수있다. 왜도와첨도의값이

.05 유의수준에서 ±1.965를 넘거나 .01 유의수준에서

±2.58을 넘으면 정규성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기준 값 안에 포함되었으

므로 정규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변인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모든변인사이에

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Pearson 상관계수

는 .290-.668로 나타나 **ｐ<.01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M SD

Skewness Kurtosis

S SE S SE

Openness to
Diversity

3.51 .522 -.012 .152 .522 .302

Unlearning 3.45 .428 -.020 .152 .402 .302

CPB 1 3.53 .694 -.265 .152 .301 .302

CPB 2 3.43 .734 -.353 .152 .723 .302

CPB 3 3.30 .573 -.485 .152 1.126 .302

3.2 연구가설 검증
3.2.1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활동 간의 영향관계
가설 1. 다양성수용도는 진로준비활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정보수집활동(CPB 1) 간의영향관계에서회

귀모형은 유의하게(F=69.374, p<.001) 나타났으며, 총설

명력 R2값은 .213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수용도(t=8.329,

p<.001)는 정보수집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성수용도가 높아지면

정보수집활동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penness to diversity 
on CPB 1

B S.E β t

constant 1.378 .262 5.259

Openness to Diversity .614 .074 .462 8.329***

R2=.213, Adjusted R2=.210, F=69.374, sig.=.000

***p<.001

진로준비행동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도구구비활동

(CPB 2)과 다양성수용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

귀모형은 유의하게(F=34.943, p<.001) 나타났으며, 총설

명력 R2값은 .183으로나타났으므로다양성수용도(t=5.911,

p<.001)는 도구구비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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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analysis openness to diversity 

on CPB 2
B S.E β t

constant 1.720 .293 5.869

Openness to Diversity .487 .082 .347 5.911***

R2=.183, Adjusted R2=.180, F=34.943, sig.=.000

***p<.001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활동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목표달성활동(CPB 3)의 관계를분석한결과회귀모형은

유의하게(F=65.708, p<.001) 나타났으며, 총설명력 R2값

은 .204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다양성수용도가목표달

성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penness to diversity 
on CPB 3

B S.E β t

constant 1.562 .217 7.180

Openness to Diversity .496 .061 .452 8.106***

R2=.204, Adjusted R2=.201, F=65.708, sig.=.000

***p<.001

이와같이다양성수용도와진로준비행동간의영향관

계를검증하기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다양성수

용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3.2.2 다양성수용도와 폐기학습 간의 영향관계
가설2. 다양성수용도는 폐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를검증하기위하여단순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 회귀모형(F=140.927, p<.001)과 총 설명력(R2＝.355)

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성수용도가 폐기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penness to diversity 
on Unlearning

B S.E β t

constant 1.734 .146 11.853

Openness to Diversity .488 .041 .596 11.871***

R2=.355, Adjusted R2=.353, F=140.927, sig.=.000

***p<.001

3.2.3 폐기학습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
가설 3. 폐기학습은 진로준비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를검증하기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폐기학습이 정보수집활동(CPB 1)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게(F=43.640,

p<.001) 나타났으며, 총설명력 R2값은 .146으로나타났다.

따라서 폐기학습(t=6.606, p<.001)은 정보수집활동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8> Regression analysis Unlearning on CPB 1
B S.E β t

constant 1.401 .326 4.298

Unlearning .619 .094 .382 6.606***

R2=.146, Adjusted R2=.142, F=43.640, sig.=.000

***p<.001

폐기학습이진로준비행동의두번째하위요인인도구

구비활동(CPB 2)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

형의 총 설명력인 R2값이 .184, 회귀모형도 유의미

(F=53.585, p<.001)하게 나타나 폐기학습(t=4.856, p<.001)

은 도구구비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9> Regression analysis Unlearning on CPB 2
B S.E β t

constant 1.714 .357 4.804

Unlearning .498 .103 .290 4.856***

R2=.184, Adjusted R2=.181, F=53.585, sig.=.000

***p<.001

폐기학습이진로준비행동의세번째하위요인인목표

달성활동(CPB 3)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

형은 유의하게(F=66.244, p<.001) 나타났으며, 총설명력

R2값은 .20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학습(t=8.139,

p<.001)은 목표달성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Unlearning on CPB 3
B S.E β t

constant 1.211 .259 4.669

Unlearning .607 .075 .453 8.139***

R2=.206, Adjusted R2=.202, F=66.244, sig.=.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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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폐기학습과진로준비행동간의영향관계를

검증하기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폐기학습은진

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3.2.4 폐기학습의 매개효과 
폐기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

계에서 다양성수용도가 폐기학습에 정(+)의 영향을, 2단

계에서 다양성수용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추가로 매개변인을투입한 3단계에서다

양성수용도와 폐기학습이 모두 진로준비영향에 정(+)의

영향을미치고있었으며다양성수용도의영향력이 2단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위해 Sobel Test를실시한결과 z=3.383으로통

계적으로매개효과가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를

통해 폐기학습은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폐기학습은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매

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Table 11> 3 steps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steps B S.E β t

1st step
DV:Unlearning
IV:Opennes to Diversity .488 .041 .596 11.871***

2nd step
DV:CPB
IV:Opennes to Diversity .530 .059 .492 9.036***

3rd

DV:CPB
IV:Opennes to Diversity
Unlearning

.381

.307
.072
.087

.353

.233
5.323***

3.514**

**p<.01 ***p<.001

진로준비행동의하위변인인정보수집활동(CPB 1), 도

구구비활동(CPB 2), 목표달성활동(CPB 3) 간의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먼저 다양성수

용도와정보수집활동(CPB 1)(β=.165, p<.05) 목표달성행

동(CPB 3)(β=.165, p<.001)의 관계에서폐기학습은부분

매개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양성수용도

와도구구비활동(CPB 2)의 관계에서는매개효과를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3 steps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steps B S.E β t

1st step
DV:Unlearning
IV:Opennes to Diversity .488 .041 .596 11.871***

2nd step
DV:CPB 1
IV:Opennes to Diversity .614 .074 .462 8.329***

3rd

DV:CPB 1
IV:Opennes to Diversity
Unlearning

.483

.268
.091
.111

.363

.165
5.313***

2.414*

1st step
DV:Unlearning
IV:Opennes to Diversity

.488 .041 .596 11.871***

2nd step
DV:CPB 2
IV:Opennes to Diversity

.487 .082 .347 5.911***

3rd step
DV:CPB 2
IV:Opennes to Diversity
Unlearning

.378

.223
.102
.125

.269

.130
3.701***

1.791

1st step
DV:Unlearning
IV:Opennes to Diversity .488 .041 .596 11.871***

2nd step
DV:CPB 3
IV:Opennes to Diversity .496 .061 .452 8.106***

3rd step
DV:CPB 3
IV:Opennes to Diversity
Unlearning

.309

.382
.074
.090

.282

.285
4.193***

4.246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직면해야하는 대학

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필요한 변인으로 다양성수용도

를제시하였고폐기학습이이들사이에서매개효과를갖

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과 충북 소재의 3개 대학의 3, 4학년 학생 258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다양성수용도는 폐기학습과 진로준비행동에 모

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폐기학습

도진로준비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검증

되었다. 다양성수용도가폐기학습에긍정적인영향을미

친다는결과는동일변인에대한선행연구[1,20]와 일치는

것으로폐기학습은자신과다른무엇을이해하고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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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태도가 강화될수록 증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

로준비행동에는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

활동이있는데이중정보수집활동이다양성수용도의영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학습의 영

향을가장많이받는진로준비행동의하위변인은목표달

성활동으로 나타났다.

둘째, 폐기학습은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영

향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통해다양성수용도의증진뿐만아니라학생개인의

폐기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쓸모없는

지식이나 관습, 습관 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폐기학습의

매개역할에대한연구[1,20-22]들과일치한다. 그러나진

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들에 대한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데 있어서 도구구비활동(CPB 2)과 다양성수용도

의관계에서는폐기학습이매개역할을하지않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진로준비를위해해당전문가와이야기

를 나누거나 전시회, 설명회 등을 관람하는 행위에는 무

용화된지식을버리고새로운것을받아들이는폐기학습

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수집활동(CPB 1)과 목표달성활동(CPB 3)에

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를 위

해교수, 부모, 동료들과이야기를나누어정보를수집하

고, 목표를설정하고달성하기위해항상체크하고, 앞으

로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활동에는 폐기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다양성수용도는학생들의진로준비행동뿐만아

니라세계화시대의일원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태도이

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이나교육과정의마련이필요하다. 고등교육과다양성

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대학시절의 다양성 학습과

경험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타인의 관점을 수

용하는 능력, 리더십, 사회적 가치의 이해, 인지적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고

용과 연계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23-25]. 또한 다

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복

합적사고의기본이된다고할수있는다양성에대한이

해와수용의폭을넓힐수있으므로[26] 대학은학생들에

게직접적이고새로운경험의기회를제공하는교육과정

개발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다

양성 교육은 글로벌 시대의 조직과 문화의 복합성을 이

해하고자신의미래에대해보다열린시각을갖게해주

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대학에서실시하는진로교육과정에폐기학습역

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적용할수있는방안이마련

되어야 한다. 진로 교육은 단순히 미래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융합인재의 양성, 미래변화에 대한 준비 등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의취업률을위한훈련이나정보전달이아닌장기적관

점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 지나간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변화

를받아들이는폐기학습역량을증진시킬수있는프로그

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같다. 첫째, 이 연구의자료수집은서울과충북지역

의 3개 대학의 3, 4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

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따

라서모든학년을대상으로연구한다면학년별특성비

교를통해보다구체적인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이

라고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는학생들의전공을고려하

지 않고 이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을

구별하여결과를비교한다면전공별진로교육에대한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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