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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진로 성숙도차이 검증을 통하여 향후 대학생들
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의 진로 지도의 방향 설정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검증결과 우선 대학생 진로상
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적용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향상되었다. 진로태도성숙 변
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는 진로태도성숙 전체에 대하여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으로
서는 확신성과 독립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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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areer counseling collegiate career maturity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program 
implementation through proven collegiate career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University 
Career guidance and on the basis of the direction is set. Verification results first college career counseling 
program has not been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were improved career 
attitude matur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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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생의 구체 인 진로발달 요소로는 심화된 자기

이해와 정  자아개념의 형성, 다양하고 변하는 일

과 직업의 세계에 한 이해, 직업과 사회·경제 인 

계의 이해가 있다([6],[3],[14]). 

미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비 해야하는 진로과업

으로는 효과 인 진로정보의 탐색·평가·활용, 의사결정

기술  진로목표의 설정, 목표에 합한 진로계획 수

립·실행 등이 있다([4],[12],[11]).

진로문제의 해결은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응하는 것을 넘어서 극 인 자기성장을 진하

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로문제는 개인차원에서 가장 보

편 인 상담문제이고, 응의 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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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재의 학 교육은 진

리탐구에 목 을 둔 소수 정 자에 한 상아탑  성격

의 문교육이라기보다는 졸업 후 취업을 목 으로 하는 

다수 의 직업교육  성격이 강하므로 졸업 후의 진

로에 한 지도  상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에

서의 진로지도 역시, 성검사를 통해 능력과 흥미를 확

인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권유하

는데 그치고 있다. 능력이나 심사 주로 진로상담을 

해 오던 통 인 방식과 달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

인이 가지는 가치에 따른 목  설정과 의미 있는 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상담 로그램 실

시 후의 진로 성숙도차이 검증을 통하여 향후 학생

들의 진로 상담 로그램 개발  학의 진로 지도의 방

향 설정의 기 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진로성숙도의 개념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진로 선택을 한 의사결정시 

자신의 능력과 실을 고려하여 명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진로성숙의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Carter(1940)와 Strong(1943)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흥미유형과 성숙수 과의 계를 조사한 연구

로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50년 에 어들면서

부터 더 포 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8].

Super(1953)는 진로성숙도란 곧 진로의 발달수 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을 알아보고 비하고 자리잡고 조사

하고 직업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과업에 해 처해 

나가는 태도 ·인지  비도라고 하 다.  생애단계

(life stage)의 개념이 진로발달의 개념에 향을 주었고 

진로발달의 개념은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산출한다고 보

았다. 따라서 진로 성숙도를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

계, 즉 탐색기로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단계 에서 개

인이 이루어야 할 직업  발달과업에 한 비도로 보

았다. 개인이 재 보이고 있는 진로행동이 그 개인연령

층에게 기 되는 진로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진로성숙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일치도가 높을수

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이라고 하 다[13]. 

반면에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수 이며 그 선택을 실 이고 독자

이며 일 성 있게 하기 해 개인이 도달한 발달정도와 

직업  비의 정도라고 정의하 다. 즉, 개인의 진로성

숙수 에 따라 삶의 방향이 규정되고 진로성숙도는 직업

선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를 합리 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  성숙수 으로 보았다[2].

김 옥(1989)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

정에서의 발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진로를 탐색

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

고 응해 가는 비도라고 정의하고 있다[7].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 흥미, 성 등의 이해와 일과 자아  직업

세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능동 , 합

리 으로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

한 수  는 발달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2 진로성숙도 관련연구

이기학(1997)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여 자아개념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직업  성숙정도

를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신에 해 정  자아

상을 가진 사람이 진로선택에 한 태도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

과이다[9]. 한 370명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개인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서로 

상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10]. 이은경(2001) 역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 정도인 진로성숙을 잘 측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5].

김 환(1997)은 사범 학생들을 상으로 진로결정수

과 진로 비행동을 거로 진로발달 상태를 유형화하

여 네 가지 유형을 분류했다. 그  진로발달 상태가 가

장 이상 인 A유형은 진로결정수 도 높으며 진로 비

행동도 매우 활발한 타입으로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도 네 유형  가장 높았으며 특성 불안은 네 유형  가장 

낮았다. 한 D유형은 진로결정수 과 행동수 이 모두 

빈약하여 뚜렷한 진로방향도 모르고, 진로 비행동이라

는 실제 인 측면도 매우 빈약한 미성숙한 유형으로 진

로성숙도 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 수 역시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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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진로에 한 태도의 확립이 미약하며, 특성불

안의 수 은 네 유형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1]. 이

것은 진로성숙 이라는 변인이 개인의 진로발달수 을 알

아보는데 아주 유용한 변인임을 다시 확인한 연구결과이

고, 본 연구에서도 진로발달 수 을 평가하는 변인으로 

진로성숙변인을 채택하여 진로상담 로그램 실시 후

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자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학생들의 진로상담 로그램 실시 후의 진로

성숙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학생들의 진로상담 로그램 후의 결정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학생들의 진로상담 로그램 후의 목 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학생들의 진로상담 로그램 후의 확신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학생들의 진로상담 로그램 후의 비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학생들의 진로상담 로그램 후의 독립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및 동질성검증

<Table 1> Corresponding sample statistics

N Mean S.D t p

decisiveness
E.G 17 3.33 0.82 

0.495 0.624
C.G 17 3.10　 0.65　

goal 

orientation

E.G 17 3.82 0.53  
0.929 0.360

C.G 17 3.47　 0.50　

confidence
E.G 17 3.21 0.53  

1.963 0.058
C.G 17 3.47　 0.47　

preparation
E.G 17 4.16 0.48  

2.106 0.043
C.G 17 3.86　 0.34　

independence
E.G 17 3.84 0.38  

0.998 0.326
C.G 17 3.69　 0.44　

Total
E.G 17 3.67 0.42  

1.163 0.254
C.G 17 3.52 0.34　

 E.G : Experimental group, C.G : Control group.

학생진로상담 로그램의 실시와 차이검증을 해 

창원시에 소재한 K 학교의 학생 34명을 상으로 선

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7명씩 무선 배치하

다. 그 후 집단상담 로그램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

서 로그램의 시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 변

인이 동질한지 알아보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부분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비성의 경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해서는 큰 차이라 보기 어렵다.

3.2 측정도구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

로태도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를 사용하 다.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는 5개 하 요인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 요인은 결정

성(decisiveness)으로, 이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한 확고성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둘째, 목 성(goal orientation)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

체 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에 한 것으로 사회, 

경제  욕구보다는 자아실 , 사회  사, 인 계 등

과 같이 사회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

구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확신성

(confidence)은 진로선택문제에 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

한 진로에 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한 

개인  믿음과 확신정도를 나타낸다. 넷째, 비성

(preparation)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와 비정

도, 그리고 진로에 한 심 정도를 나타내며, 진로를 선

택하기 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독립성(independence)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

체 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

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Table 2> Scale

Count Number Cronbach‘α

decisiveness 9 1,6*,11,16*,26*,31,36,41*,45* .88

goal orientation 8 2*,7*,12,17*,22*,27*,32*,37* .75

confidence 11 3*,8*,13,,18*,23,28*,33,38*,42,46* .75

preparation 9 4,9,14*,19,24,29,34,39,43,47 .76

independence 10 5*,10*,15*,20,21*,25*,30,35,40,44* .75

Total 47 1-47

 주. *은 역채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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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진로상담 로그램 후의 진로성숙도 차이

검증을 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알아보기 하여 연

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 검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로그램 실시 후의 차이 검증을 실

시하 다. 

O1 X O2

O3 O4  

Ο₁, Ο₃: 사  검사

Ο₂, Ο₄: 사후 검사 

X : 실험처치( 학생 진로상담 로그램)

  

3.3.1 사전검사

본 연구의 차이검증을 한 자료를 얻고자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진로태도성숙도검사를 로그램 1

회기를 진행하기 에 실시하 다. 

3.3.2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17명으로 구성된 단일집단

으로 운 하 다. 집단상담 로그램의 시행은 2012년 9

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회기당 120분간 주 3회 4주에 

걸쳐 총 10회기 과정으로 연구자가 직  진행하 다. 

3.3.3 사후검사 

본 연구의 차이검증을 한 자료를 얻고자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검사를 로그램 10회기

를 모두 진행 한 후 실시하 다. 

3.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Windows용)을 이

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 인 변인 측정 결과

의 차이  변화를 알아보았다.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

보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을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하 다. 

학생진로상담 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에 정 인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기 하여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수 변화를 t-test를 실시하여 

비교, 검증하 다.  

4. 실증분석

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을 하여  집단상담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변화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과 로그램이 수행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수의 변화와 변량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1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67 0.42 3.95 0.45 0.28
2.98 0.006

C.G 17 3.52 0.34 3.53 0.37 0.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

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변화는 사

(M=3.67)에 비해 사후(M=3.95)로서 0.28  향상되었으

며, 통제집단은 사 (M=3.52)과 사후(M=3.53)로서 0.01

 향상되었다. 한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t 수가 2.98, p값은 0.006로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1.1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을 해 본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

과 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진

로태도성숙도의 결정성의 변화  변화량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2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33 0.82 3.63 0.94 0.29
1.82 0.07

C.G 17 3.10 0.65 3.10 0.81 0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

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결정성 변화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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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33)에 비해 사후(M=3.63)로서 0.29  향상되었으

며, 통제집단은 사 (M=3.10)과 사후(M=3.10)로서 변화

가 없었다. 그러나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t값은 

1.82, p값은 0.07로서 사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4.1.2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의 검증을 해 본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

과 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진

로태도성숙도의 목 성의 변화  변화량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3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82 0.53 3.98 0.45 0.16
1.65 0.11

C.G 17 3.47 0.50 3.39 0.72 -0.08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

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목 성 변화는 사

(M=3.82)에 비해 사후(M=3.98)로서 0.16  향상되었으

며, 통제집단은 사 (M=3.47)과 사후(M=3.39)로서 0.08

 감소되었다.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4.1.3 가설 4의 검증

가설 4의 검증을 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시행한 실

험집단과 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확신성의 변화  변화량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4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21 0.53 3.81 0.55 0.60
3.90 0.001

C.G 17 3.47 0.47 3.55 0.40 0.08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

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확신성 변화는 사

(M=3.21)에 비해 사후(M=3.81)로서 0.60  향상되었으

며, 통제집단은 사 (M=3.47)과 사후(M=3.55)로서 0.08

 향상되었다. 한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t 수가 3.90, p값은 0.001로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4.1.4 가설 5의 검증

가설 5의 검증을 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시행한 실

험집단과 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비성의 변화  변화량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5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4.16 0.48 4.08 0.47 -0.09
-0.10 0.92

C.G 17 3.86 0.34 3.79 0.46 -0.07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

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비성 변화는 사

(M=4.16)에 비해 사후(M=4.08)로서 0.09  감소하 으

며, 통제집단은 사 (M=3.86)과 사후(M=3.79)로서 0.07

 감소하 다.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4.1.5 가설 6의 검증

가설 6의 검증을 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시행한 실

험집단과 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진로태도성숙도의 독립성의 변화  변화량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Hypothesis of the t-test results of 6 

N
Before After

Change t p
M S.D M S.D

E.G 17 3.84 0.38 4.26 0.51 0.42
2.80 0.009

C.G 17 3.69 0.44 3.83 0.47 0.14



대학생의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전후의 진로성숙도 차이검증

8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l; 11(7): 75-81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상담 로그램을 실

시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독립성 변화는 사

(M=3.84)에 비해 사후(M=4.26)로서 0.42  향상되었으

며, 통제집단은 사 (M=3.69)과 사후(M=3.83)로서 0.14

 향상되었다. 그리고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

가 t 수가 3.80, p값은 0.009로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5. 결론

검증결과 우선 학생 진로상담 로그램을 용한 실

험집단이 용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태도성숙 

수 이 향상되었다. 진로태도성숙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는 진로태도성숙 체에 하여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으로서는 확신

성과 독립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결정성, 목 성, 비성에서는 사 , 사후 검사의 평

균비교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변화량

의 차이를 보 지만,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사

사후의 변화량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상담 로그램의 실

시 후의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진로상담

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지속 인 진로지도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향후 학에

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직 인 향 계가 있는 진로

상담 로그램의 지속 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진로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요한 역할

을 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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