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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숙에 필요한 독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에서의 독서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독서방법을 차용하 으며 학생을 상으

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 데이터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계를 확인하 다. 

연구 결과 비  읽기는 진로 결정성, 확신성에 향을 주며 감상  읽기와 창의  읽기는 진로 비성에 향을 

미쳤다. 한 비  읽기는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에 향을 미치고 창의  읽기는 

자기조 효능감에 향을 미쳤다. 비  읽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성숙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진로독서교육에서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 발달을 한 학습요소를 밝혔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Regardless of previous educational attempts in youth career education, there are not specific methods 

for reading to improve career maturity ye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ding method based 

on cognitive aspect which impacts career maturit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in this 

proces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roles of reading by applying the various reading methods 

suggeste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from a survey complet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indings showed that critical 

reading affected the decisiveness as well as the confidence of career maturity. Also, emotional reading 

and creative reading influenced the preparation of career maturity. Critical reading impacted all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Findings also showed that emotional reading affected self-regulating efficacy. Ultimately, the confidence 

of self-efficacy partly mediated critical reading and decisiven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guiding 

reading instructions for practitioners and school curriculums to develop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키워드: 독서방법, 진로성숙, 자기효능감, 진로독서교육
reading method,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career read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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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 기술의 발 에 따라 빠르게 삶의 환경이 

변화하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은 이  세 와 달리 지속

인 진로 변화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환경 변

화를 극 으로 학습하고 응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르기 하여 진로 교육은 필수 이며 개인

의 삶의 질 차원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직

결되는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2015년 진로교육법(법률 제 13336호)의 제

정(2015.6.22)에 따라 등학교부터 학까지 

체계 인 진로 교육의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

다. 2016년부터 학교 1학년을 상으로 실시

된 자유학기제는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

 시행하여 다양한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에서 

한 진로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진로체

험활동 참여실태조사(김 철, 2017)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황조사(장 진 외, 

2016)는 자유학기제가 진로 성숙의 실질  결과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 다. 특히 

학 입시 제도가 바 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학기

제의 진로 교육 운 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 다(강태재, 유 주, 2017). 여 히 진로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9).

독서는 자기 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체험 

등의 진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 도

구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는 인지 ․정서

 성장을 돕는 교육  가치를 지니며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교육을 한 요한 도구이다. 이러

한 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독서를 

용한 진로 교육과 연구가 시도되었고 다수의 연

구는 독서가 진로성숙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박경빈, 권 민, 2011; 박정

애, 2016; 이상애, 조 양, 2007; 하혜란, 송기

호, 2015; 한정아, 2011). 그러나 지 까지의 연

구는 어떠한 독서 경험  독서방법이 진로성숙

과 연 되는지 밝 내지 못하고 있기에 장에

서 진로독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

계를 보여 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성숙의 다양한 요인을 통

합 으로 포함하며 환경과 역동 으로 상호작

용하는 개인을 반 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을 토 로 진로성숙

과 독서의 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독서의 다양

한 변인  개인의 인지  경험을 주목하여 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5가지의 독서방

법을 기 으로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을 악

하 다. 한 진로성숙에서 추  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한 정  학습경험으로 

독서가 진로성숙을 매개할 수 있는지 살펴 으

로써 진로성숙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 을 둔

다. 이를 통해 독서방법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의 계를 확인하고 진로성숙을 돕는 구체 인 

독서 활동에 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

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진로성숙에 향을 주는 독서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2. 자기효능감에 향을 주는 독

서방법은 무엇이며 자기효능감은 독서법

과 진로성숙을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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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 

진로는 선택 뿐 아니라 선호, 선택, 진입, 응

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발달  과정이다. 직업

 선호, 능력, 상황, 자기 개념(self concept)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변화하므로 진로는  생

애를 상으로 한다. 삶의 변화에 따라 진로는 

성장, 탐색, 확정, 유지, 쇠퇴의 단계로 연속

으로 발달하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직업  발

달 과업에 직면한다(Super, 1953). 진로의 탐

색과 계획 등의 역에서 교육  개입에 따라 

평가가 필요해지면서 진로성숙의 개념이 도입

되었다(Super & Hall, 1978). 진로성숙은 직

업  의사결정과 련된 비도로 정의할 수 

있다(Super, 1957). 특히 진로 발달상 탐색기

인 청소년의 경우 진로성숙의 측정은 개인마다 

부족한 진로성숙 요인에 해 이해를 제공하

여 기존의 진로 교육을 평가하는데 이해를 돕

는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

로성숙척도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상으로 

진로 선택에서 태도 측면에 을 두고 진로 

선택 과정의 변화, 발달을 진할 수 있는 하

요인으로 결정성, 확신성, 목 성, 독립성, 비

성을 도출하 다. 세부 으로 결정성은 진로의 

방향에 하여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진로에 한 안정감과 

일 성의 태도,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

에 해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

타내며 그 직업세계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

는가에 한 믿음과 확신, 목 성은 진로 선택

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경제  보상, 

승진 등과 같은 실  요소보다는 자기 계발, 

사회 사, 인 계 등의 측면을 선호하는 정

도,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주체 이며 독립

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비성이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 비, 계획 정도로 진로에 

한 심과 참여 정도로 진로 정보 수집 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 을 의미한다. 

진로성숙의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성숙의 과정을 종합 으로 이해

하는데 도움을 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 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이론  틀을 가져와 인간의 행동은 개

인과 환경의 부산물이 아니라 개인, 환경, 행동

이 상호작용하는 역동 인 구조로 이해한다. 기

존의 진로연구에서 진로와 련된 행동은 개인 

내부 요소와 환경  요인의 결과로 개인과 환경

은 모두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사회

인지진로이론은 개인 한 환경, 행동과 상호작

용하는 역동 인 구조로 이해한다. 환경,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인지에 을 두고 진로

성숙을 설명한다. 즉, 개인의 특정한 학습 경험

이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 를 형성하고 이 과정

에서 흥미가 계발된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

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진로성숙으로 이

해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의 인지  요소인 자

기효능감이 추  역할을 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해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

은 성공 인 수행을 해 어떠한 행동을 선택

할지, 얼마나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을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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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수동 이라기보다 

역동 이며 객  능력보다 주  인식과 평

가가 향을 다.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리  경험(modeling), 언어  설득과 같은 정

서  상태의 향을 받는데 이  성공 경험이 

가장 향력이 있다(Bandura, 1997). 

특수 과제 수행 역을 다루는 자기효능감과 

달리 일반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일반  상황

을 다룬다. 김아 , 차정은(1996)은 일반  자

기효능감의 하 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 효

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분하 다.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한 개인의 확신의 정

도, 자기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

성하기 해 자기 찰, 자기 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 기 , 과제난

이도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수 의 난이도를 선호로 정의

된다.

청소년 시기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생활 

반에서 향을 미치며 인지 ․정서  성장

과 연 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인지, 정서, 정

보활용능력의 발달은 자기효능감 발달에 필요

한 성공 경험, 리  경험, 언어  설득에 향

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탐색기로 

직업 응성 향상을 해 지각된 정  경험

으로 경험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합리  진

로 비 활동이 필요하며(이지원 외, 2014) 이

러한 활동은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련될 수 있

다. 독서는 학생의 생활 반  진로 문제에 

해 정  경험으로 역할하여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진로성숙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진로독서와 독서방법 

독서는 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

는 능동  사고 행 이자 문화 행 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학습

하고 세계 과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주요 통로

이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독서는 단순히 단

어를 해독하는 차원을 넘어 텍스트 체의 의미

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주체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에서 독서는 인지 과정 그 자체

이며 인지 능력의 발달은 학습의 기본 역량이 

된다. 미국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을 한 독서

에 주목하며 리터러시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National Reading Panel, 2000). 독서를 

포함한 리터러시 능력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

고 이해하여 지식으로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지 역량이 갖춰져 있을 때 학습 경험

은 확장되며 성취를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독서는 텍스트에 한 인지  이해로 정의

하며 읽기, 독해, 리터러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독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의한다. 

청소년기에 주목해야할  다른 요한 독서

의 교육  측면은 정서  기능이다. 신체 , 정

서 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청소년기에 학업

만큼 요한 것은 정체감을 형성하며 성숙에 

이르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

찰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말, 행동, 삶의 

방식을 경험한다(정혜승, 2006). 실세계 속 

타인의 삶과 세계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선호하

는 삶의 방식을 확인하고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간  경험의 확장으로 실  삶

에 해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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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서는 개인 내부의 인지 , 정서  

변화를 진하는 계기가 되기에 진로성숙과 연

성이 있다. 진로 교육 장에서는 진로 교육 

목표 달성을 한 방법으로 독서를 활용하는 

진로독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로

독서는 독서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과 삶을 경

험하며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주고 심사

를 계발하는데 향을 다. 한 일과 직업에 

한 올바른 가치 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생애사를 담은 도서나 진로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를 통해 진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황매

향, 2013). 본 연구에서 진로독서는 진로성숙에 

향을 미치는 독서로 정의한다. 

진로독서에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심리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독서 연구는 주로 독

서량, 독서 흥미, 독서 환경 등의 독서 실태에 따

른 진로성숙에 한 연구나 진로독서 로그램 

실험연구에 한 효과성 검증에 한 연구로 진

행되어 왔다(김 식, 김민석, 이길재, 2019; 김택

선, 2019; 이은경, 2001; Diemer & Blustein, 

2006; 하혜란, 송기호, 2015).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독서 로그램

은 진로성숙 요인인 자아정체감, 정보활용능력, 

자기효능감 발달에 을 두고 구성되고 행 

진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

서 독서를 활용한다. 그러나 진로독서 로그램

은 여러 요소가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기존 연구에서는 독서의 어떠한 측면이 진로

성숙과 연 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한계를 지

닌다. 특히 인지  에서의 진로독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서 과정에서 인지 , 정서  변화를 일으

키는 요인을 독서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서방법은 독서의 기

능에 의한 구분으로 개인의 독서 경험을 악하

기에 합하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이러한 

독서방법의 구분은 인지  이해 수 에 을 

두는 것으로 Barrett(1976)의 ‘축어 (literal) 

재인,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과 Bloom(1956)

의 ‘지식, 이해, 용, 분석, 종합, 평가’에 기 한

다(천경록, 2009). 독서의 이해 과정을 이해의 

상 차원에서 보면 텍스트 심 이해, 텍스

트․독자 심 이해, 독자 심 이해로 볼 수 있

으며(서 , 서수 , 2007) 온 한 텍스트 이해

를 해서는 독자 심 이해, 창의  이해 수

이 요구된다(이삼형, 1998). 인지  과정은 후

단계가 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방식이 독립 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을 종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독서방법은 사실  읽기, 추론  읽기, 비

 읽기, 감상  읽기, 창의  읽기로 분류한다. 

독서 방법은 5가지 독서 방법이 한꺼번에 용

되는 총체 인 사고가 가능할 때 고차  사고 

능력 발달과 정서  성장에 효과 으로 기여할 

수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구체 인 독서

방법의 내용 요소는 학교 의 차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단계별로 구성된다. 

2.2.1 사실  읽기

사실  읽기란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악하고 이해하는 표

층  읽기를 의미한다. 단순한 단어 이해만으

로는 텍스트에 명시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 구체 이거나 핵심 인 내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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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방법

학년(군)별 성취 기   학습 요소 

등학교
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사실  읽기

- 낭독

- 띄어 읽기

- 주요 내용 확인

- 심 생각 

악하기

- 강의 내용 

간추리기

-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

- 목 , 에 따라 요약하기

- 설명 방법 악하기

- 논증 방법 악하기

추론  읽기
-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낱말, 내용 

짐작하기
- 주제 악하기

- 배경 지식 맥락 활용 

측하기

비  읽기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내용의 타당성, 

표 의 성 

평가하기

- 매체의 , 표  의도 

평가하기

- 상호 텍스트  읽기

- 이나 표  평가하기

감상  읽기
- 경험과 느낌 

공유하기

창의  읽기
- 해결방안, 안 찾으며 

읽기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어과교육과정.

<표 1> 독서 교과 내용 체계  성취 기

억하는 등 정보에 을 맞추는 능력을 요구한

다. 이해의 수 에서 볼 때 사실  읽기, 추론  

읽기, 비  읽기는 계 이며 사실  읽기가 

추론  읽기, 비  읽기보다 유의하게 쉬운 

역으로 볼 수 있다(Basaraba et al., 2013). 그

러므로 사실  읽기는 더 높은 수 의 이해를 

해 선행되는 기 인 읽기로 모든 읽기에서 

포함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2 추론  읽기

추론  읽기란 텍스트의 이면을 읽어내는 추

론  사고를 요구하는 읽기를 의미한다. 추론

이란 사 으로 이미 알려진 정보나 단을 

근거로 다른 단을 이끌어내는 논리  과정이

다. 텍스트는 모든 정보를 명시 으로 드러내

지 않으므로 행간의 정보에 한 독자의 논리

인 추측과 사 지식과 함께 통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2.2.3 비  읽기 

비  읽기란 텍스트의 정보를 수동 으로 수

용하는 것이 아닌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가지고 

따져보며 읽는 방법을 의미한다(최선경, 2005). 

비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주체 으로 개입

한다.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 을 용하고 

텍스트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단한다. 이러

한 과정을 구성주의 에서 보면 독서를 통

한 지식은 단순히 문자 그 로 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상호 거래를 통해 의미를 능동

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해의 사고 과정은 분리 , 계 이기보

다 동시다발 이고 복합 이므로 명확하게 분

리하기 어렵다. 비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

을 이해하는 사실  읽기와 작가의 의도를 텍

스트와 연 시켜 해석할 수 있는 추론  읽기

를 바탕으로 한다(김혜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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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감상  읽기

감상  읽기란 의 내용에 해 공감하고 

인지 , 정서 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내면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균호, 2016). 감상이

란 술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며 평가하는 일

체의 행 로 독자 측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효과를 포함한다. 감상  읽기 독자의 극  

가치 인식과 반응에 집 하며 비  읽기를 

제로 한다. 감상  읽기를 통해 독자는 타인

을 공감할 수 있으며 타자에 한 이해를 바탕

으로 자신에 한 성찰  이해로 발 할 수 있

다(손 희, 2008). 

2.2.5 창의  읽기

창의  읽기란 독자가 새로운 상황에 용하

거나 새로운 결과를 산출할 목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생산  읽기를 의미한다(최

선경, 2005). 창의  읽기는 텍스트를 월하여 

이해 수 을 확 하는 단계로 독자가 능동 인 

주체가 되는 ‘독자 심 이해’에 해당한다. 유추, 

이미지 형성, 상상과 같은 비정형  사고가 

요한 역할을 하며 정서  반응을 통해 독자가 

능동 으로 의미를 구성하여 창의 인 결과물

을 도출할 수 있다(이삼형, 1998). 

3. 연구방법

3.1 예비연구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 독서의 계를 탐

색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기 한 비연구를 

수행하 다. 비연구는 독서 교육을 지속 으

로 받아온 서울, 인천, 경기의 산층 지역 여자 

학생 4명을 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

행하 다(<표 2> 참조). 인터뷰의 연구 질문은 

1)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가 2) 독서

를 좋아하는가 3) 독서가 진로 탐색 시 도움이 

되었는가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 

후 사하여 분석하 다. 사된 원문을 바탕

으로 최 한 포 이고 상세한 메모를 작성하

다. 이러한 탐색  논평을 거치며 자료가 상

당히 증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함축 으로 

표할 수 있는 주제를 생성하 다(<표 3> 참조).

비연구 결과 청소년의 진로성숙에서 독서

가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

유학기제의 향 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단계

상 자아정체감과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

보요구가 발생하는데, 청소년은 진로에 한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 인 탐색을 하며 안정

인 직업 가치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 다. 장

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은 제한된 범  안

에서 진로 체험이나 진로교사나 담임교사의 역

량에 으로 진로교육의 질이 맡겨져 있으며 

실 으로 개인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

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는 실세계

에 한 이해와 직 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

는 주체 이며 비 인 정보  역할을 한다. 

한 소설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삶에 공감, 

동일시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흥미를 발

견하는 등 진로성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 1~2주 되게 막 나 에 어떡해야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막 이런 책도 읽어야겠네..<총, 

균, 쇠> 같은 거 가끔 꺼내서 읽다가...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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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거주지 독서선호장르 독서지도기간 희망진로 성 면담시간

S1 16 서울시 타지 소설 5년 이상 경찰 상 77:08

S2 16 경기도 소설 5년 이상 교사 상 70:45

S3 16 서울시 없음 3개월 이상 교사 상 44:54

S4 16 서울시 소설 5년 이상 경찰 상 52:19

<표 2> 피면담자 특징

범주 세부 하  요소 비고

진로
불확실성 

- 안정  직업 가치 선호 

- 제한  탐색: 존재보다 소유의 개념으로

- 학업 성취 선호 

일반 , 문화  특수성

자기효능감  정  (학습) 경험 필요 일반  특성

독서
개인  발달  개인별 독서 기능, 독서 태도의 발달 일반  특성

독서 목  학업 , 감상 , 정보  목  일반  특성

<표 3> 비연구 결과

최근에는 직업 련된 거 읽었던 거 같아요. 

경찰 련된 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

게 읽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에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S1)

<체공녀 강주룡>에서 나 에 막 자기 뜻 로 

막 노동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멋있는 거

요. 아.,그 게 해야겠구나.. 되게 막 솔직해

요. 여자가 말하는데 엄청 솔직하고 그런 모습

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사는 세

상>에서 변호사 아 씨가 되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나도 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뭔 질문을 받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S2)

비연구에서는 독서로 획득하는 이해의 범

주와 기능에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서 태도와 독서 기능을 지속 으로 발

달시킨 경우 학습 역에서 반 인 이해력 

상승 등의 인지 발달을 자신의 강 으로 이해

하고 활용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책만 피면 졸리고 흰 건 종이고 검정 건 씨고.. 

이해 안 되는데 읽는 거 같아요. 어 본문 읽는 

것처럼 단어 뜻 모르는데 쫙 소리내서 읽기만 

하는..( 략) 이번에 한참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많이 나왔는데.. 책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애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러니까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해서 책 읽는 습 을 길러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S3)

 

 독서를 많이 해 버릇해서 그런지 이해력이 

좋은 편이에요.( 략)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

도 차근차근 생각해서 이해했을 때의 성취감이 

있어요.( 략)학원 안 다녀요. 아직까진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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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S1)

이처럼 독서를 통한 인지 발달  정 인 

삶의 태도 형성은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데

에 도움을  수 있다. 한 독서는 청소년이 

학교와 학업에서 정 인 학습 경험의 가능성

을 높여 진로성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3.2 연구모형 설계 및 가설 

비연구 내용과 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방법

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진로

성숙의 통합  모델인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용하여 독서의 다양한 측면  개인의 인지  

측면을 반 하는 독서방법을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 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 요소로 자

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

러한 근은 진로성숙의 과정에서 독서의 역할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독서방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 을 차

용하여 사실  읽기, 추론  읽기, 비  읽기, 

감상  읽기, 창의  읽기로 구분한다. 행 교

육과정과 동일한 기  용을 통해 향후 교육 

장에서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독

서방법이 진로성숙에서 추  역할을 하는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악함으로써 자기

효능감 향상에 필요한 정  학습 경험으로의 

독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H1. 독서방법에 따라 진로성숙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독서방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향

을 미칠 것이다. 

∙H3. 자기효능감은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에 해 부분 매개할 것이다. 

H3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독립성

․목 성

․ 비성

․확신성

자기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 효능감
H2

독서 방법

․사실  읽기

․추론  읽기

․비  읽기

․감상  읽기

․창의  읽기

H1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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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대상 및 조사 도구 설계 

본 연구의 상은 학교 1~3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교 

1~3학년 학생 총 146명이다. 학생을 상으

로 한 이유는 재 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를 통해 집 인 진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

소년 시기는 진로성숙에서 기 탐색기로 이 시

기의 교육  개입은 개인 ․사회  에서 

모두 요하기 때문이다. 

본 설문 문항은 학생의 독서 방법, 자기효

능감, 진로성숙으로 총 70문항이며 리커트 5  

척도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항목 내용  문항 

수는 <표 4>와 같다. 독서방법의 경우 행 교육

과정에서 독서방법의 학습 목표로 제시된 내용

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자료, 독서 련 이

론을 토 로 설문을 개발하 다. 자기효능감은 

김아 , 차정은(199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고 진로성숙의 경우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

지 총 146명을 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

다. 데이터 검토 과정에서 10명의 불성실 응답

자를 제외하여 총 1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3.4 신뢰도 및 데이터 분석방법

조사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 다. 탐색  요인분석 시 독서방법은 요인 

간 상 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단되므로 비

측정항목과 세부내용 문항수 근거

독서방법

- 사실  읽기: 의 거리 악,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 추론  읽기: 쓴이의 의도와 목 을 이해하는가

- 비  읽기: 의 내용의 타당성, 통일성이 있는지 평가하는가

- 감상  읽기: 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

- 창의  읽기: 을 통해 나만의 생각을 구성할 수 있는가

25
2015 개정 교육과정 

읽기․독서 교과 내용 체계 

자기효능감

- 자신감: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한 개인의 확신의 정도 

- 자기조 효능감: 어떤 과제 달성을 해 자기 찰, 자기 단 등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 기  

- 과제난이도선호: 목표 선택  설정 시 난이도 선호의 수  

12 김아 , 차정은(1996)

진로성숙

- 결정성: 진로에 한 안정감과 일 성의 태도 

- 독립성: 진로 선택을 주체 이며 독립 으로 할 수 있는 정도 

- 목 성: 진로 선택에서 추구하는 내용

- 비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 비, 계획의 정도 

- 확신성: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해 믿음과 확신성의 정도 

20 이기학, 한종철(1997)

기타 응답자 특성: 독서실태, 개인  특성 13 -

<표 4> 설문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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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 회 방식인 직  오블리민 회 을 용하

으며 나머지 변수는 베리맥스 회 을 용하

다.

독서방법은 사실  읽기, 추론  읽기, 비

 읽기, 감상  읽기, 창의  읽기 요인으로 구

분되며 각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5, 

.831, .829, .863, .797으로 요인으로서의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5> 참조). 

자기효능감에 한 문항은 김아 , 차정은

(1996)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되었으며 자신

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도 요인

으로 구분되며, 이에 한 신뢰도는 .849, .800, 

.877으로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6> 

참조).

진로성숙에 한 문항은 이기학, 한종철(1997)

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되었으며 특히 학생

은 진로성숙에서 탐색기로 해당 척도가 학생

의 시 에서 진로 련 경험을 측정하는데 

합하다고 단하 다.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

숙의 개념은 일반  용어인 진로성숙과 동일하

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진로성숙의 

하 요인은 결정성, 독립성, 목 성, 비성, 확

신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신뢰도는 .899, .736, 

.744, .651, .863으로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

다(<표 7> 참조). 

연구 가설 검증을 하여 SPSS version 25.0

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독

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계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비 읽기 감상 읽기 창의 읽기 추론 읽기 사실 읽기

비 읽기 3 .817 .119 -.006 -.019 .041 .799

.829비 읽기 1 .803 -.030 .064 .029 .083 .714

비 읽기 2 .757 -.039 .086 -.067 .061 .717

감상 읽기 3 .124 .870 .011 -.006 -.087 .804

.863
감상 읽기 4 -.137 .850 .059 -.031 .096 .767

감상 읽기 5 -.074 .782 .202 .128 .145 .747

감상 읽기 2 .145 .743 -.144 -.149 -.056 .648

창의 읽기 5 .136 .065 .871 -.060 -.156 .859
.797

창의 읽기 4 -.001 .007 .809 -.076 .177 .837

추론 읽기 1 -.112 .005 .073 -.938 .054 .877
.831

추론 읽기 2 .166 .020 .019 -.795 .019 .842

사실 읽기4 .102 -.017 .009 -.060 .848 .866
.725

사실 읽기3 .188 .155 -.030 -.124 .583 .686

고유값

(Eigen-value)
4.133 3.984 2.901 3.635 3.238 - -

․explained variance = 78.166%

․KMO(Kaiser-Meyer-Olkin) = .866

․Bartlett's test χ² = 935.600*** (p<.001)

<표 5> 독서방법 측정도구 타당도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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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Cronbach's alpha)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2 .849 .135 .164 .766

.877
과제난이도선호4 .828 .088 .186 .728

과제난이도선호3 .821 .121 .195 .727

과제난이도선호1 .812 .167 .127 .703

자신감 2 .118 .841 .273 .796

.849
자신감 3 .160 .830 .154 .738

자신감 1 .194 .809 .124 .707

자신감 4 .045 .766 -.113 .601

자기조 효능감 4 .192 -.073 .819 .713

.800
자기조 효능감 1 .131 .053 .791 .646

자기조 효능감 3 .114 .203 .736 .595

자기조 효능감 2 .216 .193 .719 .601

고유값

(Eigen-value)
2.933 2.792 2.597 - -

․explained variance = 69.348%

․KMO(Kaiser-Meyer-Olkin) = .798

․Bartlett's test χ²  = 814.601*** (p<.001)

<표 6>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타당도  신뢰도 검증

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Cronbach's alpha)결정성 확신성 독립성 비성 목 성

결정성3 .879 .191 .023 .076 .083 .822

.889
결정성2 .871 .272 -.039 -.081 .012 .840

결정성1 .865 .021 .003 .194 .015 .786

결정성4 .739 .151 -.093 .144 .276 .675

확신성3 .152 .883 .035 .053 .059 .810

.863확신성2 .227 .850 .029 -.105 .144 .805

확신성1 .140 .835 .134 .108 .042 .749

독립성4 .039 .103 .827 .029 .036 .699

.736독립성1 .031 -.040 .798 .015 .007 .639

독립성3 -.160 .121 .787 .110 .079 .678

비성4 .181 .066 -.028 .820 .068 .714

.651비성2 -.078 -.219 .097 .729 -.010 .595

비성1 .191 .258 .097 .718 -.069 .632

목 성2 .138 .036 .022 -.043 .882 .801
.744

목 성3 .088 .149 .097 .036 .861 .781

고유값

(Eigen-value)
3.048 2.503 2.000 1.830 1.646 - -

․explained variance = 73.514%

․KMO(Kaiser-Meyer-Olkin) = .749

․Bartlett's test χ² = 8 59.969*** (p<.001)

<표 7> 진로성숙 측정도구 타당도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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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기술 통계

설문 분석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

면, 총 136명  남학생은 63명(46.3%), 여학생이 

73명(53.7%)이며 학년별로 1학년 35명(25.7%), 

2학년 36명(26.5%), 3학년 65명(47.8%)이다. 

독서 실태를 살펴보면, 학생의 독서 목 은 

정서  즐거움(46.3%)과 학업  과제(37.5%)

이며 선호 주제는 문학(61.0%), 술(43.4%), 

과학기술(28.7%), 철학  심리학(27.2%) 순

으로 확인되었다. 독서량(1년 기 )은 21~25권

(26.5%), 0~5권(22.1%)의 비율이 높았으며 

독서시간(1주일 기 )은 1시간 미만(44.1%)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의 독서 지도 경험은 

독후감 쓰기(31.3%), 독서토론  발표(15.3%), 

도서 선택(15.3%), 도서  이용  도서 분류

(14.6%) 순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을 악하기 한 기술 통계 분석 결

과는 <표 8>과 같다. 학생의 독서방법으로 사

실  읽기가 평균 4.040으로 가장 높았고 창의  

읽기가 평균 3.5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의 경우 자신감은 평균 3.419, 자기조 효

능감은 평균 3.401로 보통 수 으로 볼 수 있으

나 과제난이도선호는 평균 2.778로 비교  낮은 

수 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성숙은 독립성이 평

균 4.091로 가장 높았고 비성, 확신성, 목 성, 

결정성 순으로 확인되었다. 독립성이 높은 것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상의 독립 인 특성이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비성의 경우 우리나

라 청소년이 학진학을 해 경쟁 으로 학업

에 몰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으로 각 요인들의 왜도

와 첨도를 검토하여 정규성을 확인하 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주요 변수차이를 검증하

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고 그 결

과는 <표 9>와 같다. 독서방법에서 비  읽기

측정항목 내용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독서방법

사실 읽기 1 5 4.040 0.735 -0.850  1.401

추론 읽기 1 5 3.750 0.848 -0.292 -0.250

비 읽기 1 5 3.865 0.731 -0.649  1.041

감상 읽기 1 5 3.984 0.938 -1.075  0.872

창의 읽기 1 5 3.552 1.028 -0.359 -0.431

자기효능감

자신감 1 5 3.419 1.004 -0.365 -0.458

자기조 효능감 1.25 5 3.401 0.749 -0.296  0.167

과제난이도선호 1 5 2.778 0.966 -0.107 -0.367

진로성숙

결정성 1 5 2.952 1.190  0.246 -1.061

목 성 1 5 3.026 1.058  0.155 -0.607

확신성 1 5 3.096 1.053 -0.101 -0.568

비성 1.33 5 3.505 0.862 -0.362 -0.096

독립성 2 5 4.091 0.727 -0.437 -0.559

<표 8> 각 요인별 기술통계량 
(N=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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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집단 N  M SD t

독서방법 비 읽기
남 63 4.00 0.65

 2.021*
여 73 3.75 0.78

자기효능감 자신감
남 63 3.65 0.98

 2.504*
여 73 3.22 0.99

진로성숙 비성
남 63 3.26 0.84

 -3.192**
여 73 3.72 0.83

*p<.05, **p<.01

<표 9>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t=2.021, 

p<.05), 남학생(M=4.00)이 여학생(M=3.7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 자

신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t= 

2.504, p<.05), 남학생(M=3.65)이 여학생(M= 

3.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에

서 비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t=-3.192, p<.05), 여학생(M=3.72)이 남

학생(M=3.2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변수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별 차이를 검증하

기 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에서 학생의 학년 간 차이는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4.2 상관분석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상 계

를 확인하기 하여 상 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검증 결

과는 <표 10>과 같다. 

독서방법은 하 요인끼리 정 인 상 계

를 보이며 특히 사실  읽기, 추론  읽기, 비

 읽기는 r=.605~679로 높은 수 의 정  상

계를 보 다. 한 독서방법은 자기효능감

의 부분의 하 요인과 정  상 계를 보

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기조 효

능감은 독서방법  항목(r=.282~.504)과 유

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독서방법과 진로

성숙의 계에서는 체로 유의한 계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진로성숙의 각 하 요인은 서로 

다른 독서방법과 연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은 확신성(r=436)과 독립

성(r=238)에서 유의한 계를 나타냈으며 

비성과는 부(-) 인 상 계를 보 다. 자기조

효능감은 확신성, 비성, 독립성과 모두 정

인 상 을 보 으며 과제난이도선호 한 확신

성, 비성과 유의한 계를 나타냈다. 이를 토

로 독서방법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과 연

성이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연 성을 

확인하 다.

4.3 가설 검증 

앞서 살펴본 독서방법의 상 계에서 사실

 읽기, 추론  읽기, 비  읽기는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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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사실 추론 비 감상 창의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결정성 목 성 확신성 비성 독립성

독서
방법

사실 1             

추론 .613** 1            

비 .679** .605** 1           

감상 .469** .411** .427** 1          

창의 .445** .472** .484** .462** 1         

자기
효능감

자신감 .110 .131 .253** .074 .088 1        

자기조
효능감

.407** .395** .483** .282** .504**  .277** 1       

과제난이도
선호

.168 .198* .345** .269** .254**  .323** .409** 1      

진로
성숙

결정성 .154 .076 .287** .115 .175*  .154 .066 .111 1     

목 성 .210* .106 .110 .056 .031  .091 .089 .140  .241** 1    

확신성 .263** .201* .402** .178* .206*  .436** .298** .276**  .379**  .218* 1   

비성 .201* .091 .146 .376** .315** -.096 .297** .297**  .215*  .024  .082 1  

독립성 .210* .133 .062 .083 .099  .238** .181* .164 -.033  .116  .143  .127 1

*p<.05, **p<.01

<표 10> 각 변수의 상 계

계(r=.605~679)를 보 다. 본 연구는 행

교육과정 기 에서 독서방법의 구분을 차용하

으나 독서방법에 한 5단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사실  읽기는 모든 읽기방법에서 공통

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추론  읽기와 

비  읽기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

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독서방법을 별

개의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다 회귀 분석

에서 독립변수의 과평가(overestimated) 문제

를 래하므로 이  가장 상 인지단계로 볼 

수 있는 비  읽기를 표로 하여 다 회귀분

석을 진행하 다. 

4.3.1 독서방법에 따른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 

독서방법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비  읽기는 진로 결정성과(β

=.271, p<.01) 확신성(β=.394, p<.001) 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진로 비성에 있

어서는 감상  읽기(β=.317, p<.01)와 창의  

읽기(β=.214, p<.05)가 유의한 향을 미치며 

감상  읽기의 향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독서를 통해 진로성숙의 목 성, 독

립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알 수 있다

(<표 11> 참조).

 

4.3.2 독서방법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독서방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한 결과 독서방법  비  읽기가 자

신감(β=.282, p<.01), 자기조 효능감(β=.317, 

p<.001), 과제난이도선호(β=.256, p<.01)에 

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비  읽

기와 창의  읽기(β=.360, p<.001)가 향을 

미치며 창의  읽기의 향력이 더 크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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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진로성숙

(결정성)

(상수) 1.151 .577 1.955

비 읽기  .441 .161  .271 2.743 **

감상 읽기 -.033 .123 -.026 -.265

창의 읽기  .064 .116  .055 .552

F(3,132)=4.049**, R2=.084, adjR
2=.063

진로성숙

(확신성)

(상수)  .837 .489 1.712

비 읽기  .567 .136  .394 4.170 ***

감상 읽기  .003 .105  .003 .033

창의 읽기  .015 .099  .014 .149

F(3,132)=8.486****, R2=.162, adjR
2=.143

진로성숙

( 비성)

(상수) 2.135 .397 5.375

비 읽기 -.110 .111 -.093 -.994

감상 읽기  .291 .085  .317 3.423 **

창의 읽기  .179 .080  .214 2.235 *

F(3,132)=9.178***, R2=.173, adjR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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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자신감

(상수) 2.169 .492 4.410

비 읽기  .388 .137  .282 2.832 **

감상 읽기 -.033 .105 -.030 -.310

창의 읽기 -.033 .099 -.336 -.336

F(3,132)=3.108*, R2
=.066, adjR

2=.045

자기조 효능감

(상수) 1.275 .311 4.100

비 읽기  .325 .087  .317 3.749 ***

감상 읽기 -.015 .067 -.019 -.232

창의 읽기  .262 .063  .360 4.182 ***

F(3,132)=21.573****, R2=.329, adjR
2=.314

과제난이도선호

(상수)  .711 .454 1.567

비 읽기  .338 .126  .256 2.675 **

감상 읽기  .131 .097  .127 1.347

창의 읽기  .067 .092  .072 .735

F(3,132)=7.193***, R2=.141, adjR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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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독서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4.3.3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의 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

독서방법별 진로성숙에 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 다(Baron & Kenny, 1986).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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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의 1단계는 독서방법과 자기효능감

의 회귀분석과 동일한 과정이며 계  회귀분

석의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독서방법과 진로 확신성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  자신감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 다. 모형 1, 모형 2 모두 유의하며 

모형 1에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자 R2 이 .125만

큼 증가하 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

과 비  읽기와 자신감이 진로 확신성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비  읽기가 모형 1에 비하여 모형 2에서 

향력이 어들어(β=.394 ￫ .270) 자기효능감 

하 요인  자신감이 진로 확신성과 비  읽

기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서

는 진로 확신성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4.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진로성숙과 자

기효능감에 향을 주는 독서방법을 확인하고 

독서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 <표 14>의 가설 

검증 결과와 <표 8>의 기술 통계 결과를 고려할 

때 독서방법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

는 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독서방법  비  읽기, 감상  읽기, 창의

 읽기는 모두 진로성숙에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진로 결정성과 확

신성에 있어서는 비  읽기가 진로 비성에

는 감상  읽기와 창의  읽기가 향을 미치

며 이때 감상  읽기의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방법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

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자기조 효능감에 비  읽기

와 창의  읽기가 모두 향을 주는데 이때 창

의  읽기의 향력이 더욱 크다. 마지막으로 

독서방법과 진로성숙의 계에서 자기효능감

이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하지만 진로성숙의  역을 매개하기

종속변수
회귀
모형

독립변수 B β t
R2

adjR
2

R2

변화량
F(df1,df2)

진로확신성

1

(상수)  .837 1.712

.162
(.143)

.162
F(3,132)
=8.486***

비 읽기  .567 .394 4.170***

감상 읽기  .003 .003  .033

창의 읽기  .015 .014  .149

2

(상수) -.058 -.114

.286
(.253)

.125***
F(3,129)
=7.506***

비 읽기  .389 .270 2.855**

감상 읽기  .009 .008  .089

창의 읽기  .004 .004  .044

자신감  .353 .336 4.165***

자기조 효능감  .070 .050  .523

과제난이도선호  .055 .051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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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진로성숙에 향을 미치는 독서방법과 자기효능감의 계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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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 결과(채택)

1. 독서 방법에 따라 진로성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비  읽기 ￫ 결정성, 확신성 

∙감상  읽기 ￫ 비성

∙창의  읽기 ￫ 비성

2. 독서 방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비  읽기 ￫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창의  읽기 ￫ 자기조 효능감 

3. 독서 방법과 진로 성숙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

할 것이다.
∙비  읽기 ￫ 확신성,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표 14> 가설 검증 결과

보다 진로 확신성에 있어서 비  읽기가 자

신감을 매개하여 진로 확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진로에서 가장 큰 문제

는 진로 결정과 확신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

한 문제 해결에 비  읽기는 의미 있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  읽기는 텍

스트의 내용과 주장이 타당한지 자신의 기 으

로 평가하는 인지  활동이다. 그러므로 진로

와 련된 정보를 처리할 때 비  읽기는 단

순히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넘어서 자신을 

개입시켜 진로에 한 확신여부를 평가하고 의

사 결정에 도움을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한 주

 평가인 자기효능감은 진로 확신을 얻는데 

도움을  수 있는데 이는 비  읽기를 통해 

유도될 수 있다. 비  읽기를 통해 자신에 

한 이해가 높아지고 읽기의 결과로 유용하다고 

단된 정보는 기억에 장되고 활용된다. 비

 읽기는 자기조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

호 등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희망하는 진로 분

야에 한 심화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을 길러 진로성숙을 한 정 인 학습 경험

이 된다. 

직업에 해 알기 원하는 정도인 비성에는 

감상  읽기와 창의  읽기가 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진로에 한 간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직업 세계를 간 으로 체

험하거나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용

하고 상상해보는 활동은 진로에 한 심과 

비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간  경험의 증가는 청소년의 인격 인 성

숙을 돕고 이것이 진로 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로 비성으로 평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 명시 에 평생학습역량이 요시

되면서 교과과정에서 ‘한 학년 한 권 책 읽기’ 

독서 로그램이 시행되고 학교도서 활성화를 

통한 독서 교육이 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 히 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교육은 

독후감 쓰기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발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학생의 실제 독서 경

험은 사실  읽기가 가장 높았고 독서방법에서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서방

법이 진 으로 발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목표를 한 다양한 독서방법을 개발시키

지 못한다면 독서의 고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진로독서교육이 효과

이지 못한 이유는 목표에 따른 독서 학습 요소

에 한 이해가 부족으로 다양하고 진 인 

독서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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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을 한 독서 교육의 학

습 요소를 제시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여

기서 학습 요소는 어떤 인지 인 활동을 포함

하는가에 한 것으로 진로성숙 목표를 달성하

기 해 필요한 특정한 독서방법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하 다. 진로 결정성이나 확신성이 낮

은 경우 비  읽기가 효과 이며 진로 비

를 돕기 해서는 진로에 하여 정서 , 실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감상 이며 창의

인 독서가 효과 임을 시사한다. 한 성별에 

따라 여학생에게는 상 으로 부족한 비  

읽기를 유도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남학생에게는 진로 비성을 하여 감상  읽

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진로 문제를 인지  에서 독서와 연결

시킨 것으로 독서 지도 시 독서 자료의 형식과 

목록을 한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월하여 어

떠한 읽기 자료를 통해서도 진로 목표에 따른 

유연하게 독서 교육 학습 요소를 제시할 수 있

다. 이러한 진로독서교육은 행 진로 교육의 

부분을 차지하는 제한 인 진로 체험 활동을 

보완하여 독서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해결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처럼 비  읽기가 매우 요한 의미를 지

니는데, 비  읽기란 독자가 주체 으로 의미

를 구성하는 과정에 을 둔다. 우선 이 과정

에는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어야하고 기존 지식

과 새로운 정보 사이의 평가를 통해 유용한 정

보는 지식이 된다. 그러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의 내용을 제 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비  읽기는 사실  읽기와 추론  읽

기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는 높은 상 계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비  읽기에서는 사실  읽기와 추론  읽기

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독서 교육에서 이 과정

이 진 으로 다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  읽기를 활성화시키기 해서

는 학생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기회를 제

공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며 다양한 읽기 역이 종합 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독서 과목이나 독후감 

과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과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비  사고를 요하는 과

제 속에서 동일하게 실 될 수 있다. 이 과정에

서 ‘읽기’는 필연 인 행동이며 읽기의 상은 

단행본 뿐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미디어

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독서교육을 포함하

여 행 교육과정 안에서 비 , 창의  읽기 

과제가 어떻게 구성되며 진행되는지 검하고 

청소년의 진로를 포함한 정보요구를 어떻게 해

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진로독서를 한 독서방법과 과정

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문헌정보학 분

야에서 진로독서에 한 기존 연구는 독서 실

태나 주제  내용 등으로 한계를 두었고 진로

심리학 분야의 경우 진로성숙의 요인과 과정은 

밝히는데 기여했으나 독서방법과 진로성숙의 

계를 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 비  읽기는 진로 결정성, 확

신성에 향을 미치고 감상  읽기, 창의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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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진로 비성에 향을 미쳤다. 비  읽

기, 창의  읽기는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

며 한 비  읽기와 진로성숙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밝 졌다.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발달

단계나 문화 으로 학입학 비가 경쟁 인 

것을 고려할 때 진로 독립성이나 비성은 양

호한 편으로 볼 수 있으나 결정성, 확신성에 상

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악된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향을 

미치는 독서방법을 확인하 으며 이를 활용하

여 교육 장에서 진로독서교육의 내용  체계

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학생 심 이고 인지 발달을 돕는 독서교육

은 미래 시 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며 기존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진로독서교육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필요

한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스스로 잠재력을 깨닫고 계발시킴으로 개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하여 다양한 읽기 경험이 단계 으로 훈련되고 

특히 상 인지와 련된 비 , 감상 , 창의

 읽기를 범교과를 포함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학습요소를 구체화하고 이에 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 인 정보 매체인 도서를 

상으로 한 독서에 을 두어 수행된 연구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미디어 정보를 반

하지 못하 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 발달

단계가 다른 고등학생, 학생에 한 연구도 

진로독서에 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에 향을 미치는 독서의 

일반 인 인지  특성을 도출하여 학습요소를 

구축하 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주체 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문제

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진

로성숙에 실효성 있는 진로독서교육을 통해 교

육과정 내에서 구나 꿈을 찾고 비할 수 있

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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