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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취업 비 여부,직업가치,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비도에 미치는 향

 정 해ㆍ강희순ㆍ김정숙

이 연 는 대학생 402명을 대상으로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준비도 

간의 계와 진로개발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 이다. 

연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내재적 직업가치, 외재적 직업가치는 진로개발

준비도와 양의 상 계가 있었고, 진로개발 준비도는 내재적 직업가치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또한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이 진로개발 준비도가 높았다.  회 분석

결과 외재적 직업가치는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한 상태에서,  값이 높을수록 진로개발 

준비도가 낮아지는 계를 보였다.  진로개발 준비도 련 요인으로 내재적 직업가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 여부, 외재적 직업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개발 준비도를 향상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효과적

인 상담 및 프로 램의 개발과 적용시 이 연 결과에서 나타난 영향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추후 연 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개발 준비도와 대학의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

스와의 계와 진로개발의 실제적인 성과물인 취업과의 연계성 연 가 필요하다.

주 어: 취업 비, 직업가치, 진로결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

정 해 동신 학교 간호학과 교수.yhchung@dsu.ac.kr

강희순 순천 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장.ganghs7205@hanmail.net

김정숙 런던 학교킹스칼리지정신의학연구소연구원.jeongsuk.kim@kcl.ac.uk(교신 자)



72 사회연구 통권22호(2012년 1호)

1.연구의 필요성

학생 시기는 삶을 실 하는 한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실 으

로 구체화하고 비하여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환을 비하는단계

로서 진로발달의 요한 환 이 되는 시기이다.특히 우리나라같은

입시 주교육환경에서는 학생이 되어서 비로소자신의 진로에 해

본격 으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결정

하는 진로 선택과 진로개발은 학교 단계의 발달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청년실업율의증가와더불어 학생시기에진로개발을구체

으로 하는 것은 더욱 요하다.우리사회는 2008년 하반기 로벌

융 기 이후 더 심각해진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로 청년

실업시 에 착되어있으며,이는특정계층의화두가아닌 구나체

감하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 신규 졸자 평균 실업률은 2010년과

2011년 2월에 40.1%로 동일시 청년 체 실업률 9.3%의 4배를 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남재량,2011),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학단계에서 체계 으로진로개발을 해

야함을 시사한다.

진로개발은 기성인기의 일차 과제로서 진로를 심사숙고하여 계

획하고 선택하며 진로목표를 성취하는 자신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Stringer,Kerpelman&Skorikov,2011).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체 으로 낮은 진로개발 비도를 보이고 있고(강희순a,2010), 부

분의 학생들은 향후 진로와 련해서 자기 주도 으로 뚜렷한 목표

설정과 계획을 가지고 학업과 취업 등을 비하기 보다는 막연한 생각

을 하고 있으며(박기문ㆍ이규녀,2009),진로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박동열ㆍ김 ,2006).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제 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개발하는 과정,즉 진로개발 비도를 심으로 이와 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학생의진로개발 비도는자신의진로목표를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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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사항들에 해 어느 정도 비가 되어 있느냐를 말하고,

진로개발을 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하여 비되어야 할 인

지 ·정의 특성을갖춘정도를의미하며,구체 으로보면 자신의흥

미, 성,가치 에 한 자기 이해,원하는 공 직업에 한 지식,

진로결정 확신도,의사결정 자신감,진로결정 취업과정에서 사회

계 활용에 한 자신감,구직기슬을 포 한다(임언ㆍ윤형한,2005).

학생의 진로개발 비도와 련된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박가

열,2009;박기문ㆍ이규녀,2009;강희순a,2010;조 재,2010),진로의

식,진로개발인식,교육요구도, 장실습참여 등 주로 실태나 변수간의

단편 인 상 계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학생 취업의 어려움,시

흐름에 따른 직업가치의 변화,진로개발 비와 련된 구체 인

심리 ,행동 측면의부족등을종합 으로고려할때 학생들의진

로개발 비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있다.이에이 연구는취업 비여부,내재 직업가치,외재 직업

가치,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 비도와의 련성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가치는 진로선택을 해 고려되어야 할 매우 요한 요인으로

바람직한 목표 상태를 강조하기 때문에 직업선택 이유 동기화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Brown,2002).직업가치는 내재 가치와 외재 가

치로 구분되며,내재 가치는 일 자체를 통하여 성취감,즐거움을 추

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람,성취감,창의성을 요시하는 반

면,외재 가치는 일을 소득과 같은 외 보상을 달성하기 수단으로

보고 수입이나 안정성을 요시 한다(Ginsberg,1951).선행연구에 의

하면,한국 학생들은 기성세 에 비해 의무로서의 직업의식보다는 수

단으로서직업을사고하는외재 직업가치성향이강하고,개인주의

이고실리주의 인직업가치를보이고있으며,경쟁과성과를 시하는

경향이 있다(장홍근,2009). 한 과거에 비해 직업 선택시 고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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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내재 직업가치의 요성이 감소하는반면외재 직업가치의

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임언ㆍ박천수ㆍ최지희,2010).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로서 직업개념에 한

인식이새롭게형성되고직업의가치에 한주 을가지게되므로,자

신이어떤직업가치를가지고있고이에부합되는진로 직업을탐색

하는것이필요하다.한편한국정부는‘청년고용 진특별법’등에의거

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제공,창업지원,취업인 라 등 3 축을

상으로지속 인청년실업 책사업을추진하고있다(남진열,2010).그

러나이러한 정부 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높은것은노동시장

에서의 수요와 공 측면 그리고 인 라측면보다는 청년들의 취업 등

심리․행태 측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연구원,

2010)지 되기도 한다.따라서 학생들이 직업을 자신의 삶에서 어

떻게 인식하고 있고,이는 진로개발 비도와 어떠한 련성이 있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자신의진로를성공 으로 리할수있다는

개인의믿음정도로(Judge,Erez,&Bono,1998;Kossek,Robetts,Fisher

&Demarr,1998)Bandura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인이 진로의사결정과 련된 과제나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간의 신념과 련되어 있다(Taylor&Betz,1983).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학업성취와 수행 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인으로서(박 길,2006),진로결정수 ,진로태도성숙,진로탐색행동,직

업 정체감,자존감 등과의 계 연구에서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요

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송 심ㆍ홍혜 ,2010),높은 수 의 진로자기

효능감을가지고있는개인은직업탐색과선택, 응행동을더잘할수

있게 된다(박 길,2006).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진로

응을 한 성공 행동의 결정인자이며(Ablel&Spurk,2009),진로

의사결정의 본질에 한 이해를 돕고 진로개발을 강화하므로(Scott&



학생 진로개발 비도 75

Ciani,2008)진로개발 비도에 요한 변인으로 상된다.진로개발

비도는 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

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을 포 하는 개념이므로

(임언ㆍ윤형한,2005)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개발 비도와의

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연구는 학생을 상으로취업 비여부,직업가치,진로결정자기

효능감,진로개발 비도간의 계와진로개발 비도에 향을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학생을 한 진로개발 비도 향상을 한 상담,증

진 로그램 운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

이연구는 학생의취업 비여부,직업가치,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를 악하기 한것으로구체 인목 은다음과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취업 비 여부와 이에 따른 진로개발

비도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상자의 내재 직업가치,외재 직업가치,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진로개발 비도의 정도와 상 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진로개발 비도 련 요인을 악한다.

3.연구의 방법

1)연구설계

이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생의 직업가치,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진로개발 비도 간의 계와 진로개발 비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탐색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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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이연구의 상은 라남도S시에 소재한S 학교에재학 인남녀

학생들을 편의표집 하 으며 이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

여하기로 동의한 422명 성실하게 응답한 402명이었다.

3)연구도구

가.취업 비 여부

취업 비 여부는 단일문항으로 ‘재 취업 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되었다.

나.직업가치

직업가치는 김병숙 외(1998)이 개발한 직업에 한가치척도 10문항

으로 측정되었다.직업가치는 외재 직업가치와 내재 직업가치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1-‘ 그 지 않다’에서 5-‘아주 그 다’

까지 5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직업가치가 정 임을 의미한

다.외재 직업가치는 경제 인 도구,권력추구,개인주의와 사회인식

을 시하는 등 직업을 도구 가치로 보는 측면이며,내재 직업가치

는자기능력을발휘하고,사회에헌신하며,인간 계를 시하고이상을

추구하며 직업을 통하여 자기를 표 하고자 하는 직업 그 자체에 가치

를 두는 것이다.김병숙 외(199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α

=.73이었고,이 연구에서 Cronbach'sα=.77이었으며,하 역인 내재

직업가치 Cronbach'sα=.60,외재 직업가치 Cronbach'sα=.77이었다.

다.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Betz,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theCareer

DecisionSelf-EfficacyScale-ShortForm:CDSE-SF)를 번안하여 학생

을 상으로타당화한25문항으로측정되었다.자기평가,직업정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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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설정,미래계획,문제해결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1-‘ 그

지 않다’에서 5-‘아주 그 다’까지 5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

구에서는신뢰도 Cronbach'sα=.92 고,이 연구에서 Cronbach'sα=.90

이었다.

라.진로개발 비도

진로개발 비도는임언과윤형한(2005)이 학생을 상으로개발한

진로개발 비도 검사(TheCareerDevelopmentReadinessInventory:

CDRI)35문항으로 측정되었다.이 척도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

기 해 필요한 사항들에 해 어느 정도 비가 되어 있느냐’하는 상

태를나타내는도구로자기이해, 공직업,진로결정,의사결정, 계활

용,구직기술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 그 지 않다’에

서 5-‘아주 그 다’까지 5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개발

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임언과 윤형한(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α=.91이었고,이 연구에서 Cronbach'sα=.94이었다.

4)자료수집 차

자료 수집은 상자들이 속해 있는 학의 실용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조 동의를 구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집단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 기재요령을 설

명하고익명과비 보장의 요성, 상자가원치않을경우연구에참

여하지않아도됨을공지하 다.설문지는자발 으로연구참여에동

의한학생에한하여서명을받고설문지에직 작성하도록한후수거

되었다.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진로와 련된 문항과 측정도구

를 우선 으로 질문하고,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한 문항은 후반

부에 넣어 설문지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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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18.0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상자의일반 특성과취업 비여부에따른진로개발

비도의 비교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평균비교는 Tukey로

사후검정하 다. 상자의 내재 직업가치,외재 직업가치,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 비도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 고, 상자의 진로개발

비도를 설명하는 변수를확인하기 하여단계 다 회귀분석을이용

하 다.

진로개발 비도 련요인에 한회귀분석의 가정을검정하기 하

여 다 공선성,잔차,특이값을 확인하 다.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4.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 비도

연구 상자는남자가59.2%로여자보다많았고,학년은3학년37.1%,4

학년 26.1%로 1,2학년보다 많았다.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자는

67.4%이었으며,46.3%가취업 비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일반 특성

에따른진로개발 비도는학년(p=.005)과취업 비여부(p<.001)에따라

차이가 있었다.진로개발 비도는 4학년이 1학년이나 2학년에 비해서

높았고,취업 비를 하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표 1>).

2) 상자의 직업가치,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개발 비도 간

의 계

학생의 직업가치 내재 직업가치는 5 만 에3.56(±0.527),

외재 직업가치는 평균 3.81(±0.598)이었다.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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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n(%) 평균±표 편차 t/F(p) Tukey

성별
남
여

238(59.2)
164(40.8)

3.50±0.546

3.46±0.501
0.734(.464)

학년

1학년a
2학년b
3학년c
4학년d

83(20.6)
65(16.2)
149(37.1)
105(26.1)

3.39±0.482

3.34±0.535

3.52±0.570

3.59±0.470

4.367(.005) a<d,b<d

종교
유
무

131(32.6)
271(67.4)

3.56±0.529

3.45±0.525
1.886(.060)

취업 비
행동 아니오

186(46.3)
216(53.7)

3.65±0.548

3.35±0.469
5.902(.001)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개발 비도(n=402)

5 만 에 평균 3.40(±0.512),진로개발 비도는 5 만 에 평균

3.49±0.528 이었다. 학생의 진로개발 비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r=.577,p<.01),내재 직업가치(r=.524,p<.01),외재 직업가치

(r=.199,p<.01)간에는 유의한 상 성이 있었다.즉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내재 직업가치,외재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진로개발 비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2>).

변수 평균±표 편차

상 계

내재
직업가치

외재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내재 직업가치 3.56±0.527 -

외재 직업가치 3.81±0.598 .4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40±0.512 .391** .238**

진로개발 비도 3.49±0.528 .524** .199**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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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직업가치,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개발 비도 간의 계(n=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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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로개발 비도 련 요인

학생의진로개발 비도와 련된요인을 악하기 하여진로개

발 비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난 학년과 취업 비 여부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내재

직업가치,외재 직업가치,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련요인으로

하여다 회귀분석을하 다.학년(p=.491)은 련이없는것으로

나타나모형에서제외하고분석한 결과,내재 직업가치(p<.001),진로

결정 자기효능감(p<.001),취업 비 여부(p<.001),외재 직업가치

(p=.029)순으로 련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요인들이진로개

발 비도를 48%설명하 다(<표 3>).수정모형에서 외재 직업가치

를 제외한 변수들은 모두 진로개발 비도와 양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내재 직업가치가 높을수록,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한취업 비를 하는 학생이 진로개발 비도가 높고 다른 변

수의값이동일한상태에서외재 직업가치의값이높을수록진로개발

비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변수†
기 모형 수정 모형

B SE t p B SE β t p

Constant 0.86 0.170 0.84 0.168

학년 -0.01 0.020 -0.690 .491

내재 직업가치 0.43 0.043 9.918 .001 0.43 0.043 .427 9.928 .001

외재 직업가치 -0.08 0.036 -2.128 .034 -0.08 0.035 -.088 -2.194 .02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39 0.043 9.029 .001 0.39 0.042 .374 9.073 .001

취업 비 여부() 0.24 0.044 5.544 .001 0.23 0.040 .219 5.739 .001

adjR2=.478,F=53.354,p=.001 adjR2=.479,F=93.194,p=.001

†취업 비 여부(=1,아니오=0)은 더미변수로 지정됨.

<표 3>진로개발 비도 련 요인 (N=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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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논의

이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취업 비 여부,직업가치,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진로개발 비도간의 계를탐색하고,취업 비여부,직업

가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진로개발 비도에미치는 향을살펴보

았다.연구결과와 련된 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진로개발 비도는 학년,취업 비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 다.진로개발 비도는 4학년이 1학년이나 2학년에 비해서

높았고,취업 비를하는학생이하지않는학생보다높았다.이는4학

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진로 비행동 수 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강희

순b,2010;송 심ㆍ홍혜 ,2010)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개발 비

도 진로 비행동 수 이 높아진다는 연구(임언ㆍ이지연ㆍ윤형한,

2004;조지혜,2007;양진희ㆍ김 환,2008)와일치하는결과로 학생을

상으로 진로개발 비도와 진로 비행동을 연구한 부분의 연구에

서 공통 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실 으로 취업문제에 가장 가깝게

직면해있는4학년들이상 으로진로개발 비도가높고,학년이올

라갈수록 자신의 진로에 해 구체 으로 고민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진로개발 비의특성을반 해주는결과로볼수있다.

학생의 진로개발 비도 평균평 은 5 만 을 기 으로 3.49

으로서 같은 척도로 측정한 강희순a(2010)연구의 3.28 보다 높게 나

타났는데이는 상자의 성별,학년,계열,지역등의일반 특성의차

이로인한결과로 보여 진다.따라서 진로개발 비도는 학교 소재 지

역,학교 성별 특성, 공계열,학년에 따라 구체 으로 어떠한 상황과

맥락이이들의차이를유발하는지구체 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이

를 해서는 양 인 연구로 확인된 차이를 질 인 연구를 통해서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내재 외재 직업가치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박 주(2007)의 연구와 일치하 고,한국인의 직업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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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외재 직업가치의 비 이 커지고 내재 직

업가치의 비 이 낮아진다는 임언,박천수,최지희(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 한국인의 직업가치를 같은 척도로 측정

한 김병숙 외(199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한국인의 내재 직업

가치2.78 ,외재 직업가치2.92 으로이연구의 상자인 학생들

이직업에 한내재 외재 직업가치에부여하는 수가더높았

다.이는 직업에 부여하는 가치가 시 으로 변화하면서 높아지고 있

고,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자의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이용길과 강경희(2011),이성식과 정철 (2007),강희

순a(2010)에 비해 다소 높은 수 이었다.이 연구는 학년의 남녀

학생을 상으로 하 고 3,4학년이 1,2학년에 비해 많았다는 과 학

년이높아질수록 자신의진로결정에 해 실 이고 구체 으로고려

한다는 으로 미루어볼 때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 진다.이는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학년, 공,지역 등의 향력에 한 고찰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학생의진로개발 비도와 련요인들 간의상 계분석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진로개발 비도가 높았는데 이는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비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강희순a)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 비행동을 더 활발히 하고(이명숙,200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진로 비행동에 강력한 향을 미

친다(송 심ㆍ홍혜 ,2010)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 진로의사결정의본질에 한 이해를

돕고진로개발을강화하므로(Scott&Ciani,2008)진로의사결정에 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개발에 필요한 비를 더욱 활발

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가치와진로개발 비도와의상 계를분석한결과내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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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치,외재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진로개발 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학생의내 직업가치 외 직업가치가진로 비행

동과 정 상 이 있다고 보고한 조지혜(2007)의 연구와 일치하 으며,

고등학생을 상으로 내재 직업가치와 진로 비행동 진로성숙도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한 강원덕과 안귀여루(2010)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직업가치에 한 연구는 꾸 히 되고

있으나,내재 직업가치와 외재 직업가치의 요도에 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연령,성, 공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어(임은미,2010)이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직업

가치는 진로결정의 확신수 과 련이 있으므로(Borg,1996),직업가치

가 분명히 형성이 되었을 때 진로개발 비도가 진되고 높아질 것이

라고추론할수있다.따라서직업가치를포함한 학생의직업의식을

학생의일에 한태도,직업윤리등을다각도로살펴볼필요가있다.

6.결론 제언

이연구는J도S시에소재한일개 학교에재학 인 학생402명을

상으로 취업 비 여부,직업가치,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개발

비도 간의 계와 진로개발 비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탐색 연구로써 학생의진로개발 비도 향상을 한 상담,증

진 로그램운 개발에필요한기 자료를제공하고자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진로개발 비도는 4학년이 1,2학년에 비해서 높았고,취

업 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 학생의 진

로개발 비도,내재 직업가치,외재 직업가치,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간 정도 되었고,취업 비는 46.3%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내재 직업가치,외재 직업가치는

진로개발 비도와 양의 상 계가 있었다. 한 내재 직업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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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취업 비를하는학생이진로개발

비도가 높았다.진로개발 비도 련 요인으로 내재 직업가치,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취업 비 여부,외재 직업가치가 유의한 향을

미치고있음을확인하 다.한편상 계분석에서진로개발 비도와

양의 계를보인외재 직업가치는,회귀분석결과다른변수의값이

동일한 상태에서 그 값이 높을수록 진로개발 비도가 낮아지는 음의

계를 보여 이러한 상에 해 심도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개 학교 학생을 상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일반화하는것은무리가있다.향후 학생의진로개발 비도

를 향상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다각 이고 효과 인 상담 로그램

의 개발과 용시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향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

언한다. 학생의 진로개발 비도를 개인의 심리 ,행동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이와 더불어 재 각 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진로개발 서비스와의 계와 진로개발의 실제 인 성과물인 취업과의

연계성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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