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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future time perspective played a major role in 
career decision, job attitudes, and career behaviors. However, there was no 
attempt to define domain specific future time perspective except occupational 
future time perspective, and then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with career related 
variables.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was to conceptualize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on 
career decisions, job attitudes, and career behaviors. 
   Study 1 was performed to develop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and 
validate this scale. The study 1 consisted of four sub-studies, in which study 1-1 
show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had nine items among three 
factors such as 'opportunity', 'valence', and 'connectiveness'. Study 1-2 indicat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had acceptable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based on intra-class coefficients, respectively, 
from test-retest across three weeks, correlation with prior scales assessing future 
time perspective, and correlation with Big five personalities. With regard to cross 
validity, study 1-3 show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had moderate 
correlation with Big five personalities, self-esteem, and proactive personality among 
participants in life long education center. Study 1-4 ensured incremental validity, 
as showing additional variance of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after 
controlling for future time perspective. 
   Study 2 in this dissertation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i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The findings from path model 
indicat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significantly predicte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ut not career indecision. 
Additionally,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mediated between personality variables 



including conscientiousn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and career 
variables includ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The results of study 2 suggest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plays a heavy role on career decision process and functions as bridge 
between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 process. 
   Study 3 investigated the impact of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on 
occupational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career development. Data was collected from full-time 
employees working at various private companies through online survey. The 
results from path model show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directly 
predicted occupational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career development. Additionally, the results 
from multi-group analysis indicated that path from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to career commitment was different along with age and job title. The results of 
study 3 suggest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has predictive role in job 
attitudes and career behavior among employees.  
   Study 4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with two sub-studies. Study 4-1 administered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program to participants in life long education center for three weeks, once per 
week for 90 minutes each. The study 4-1 foun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predicte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ut not 
career indecision. Study 4-2 was conducted with 2 (pretest vs. post test) × 2 
(intervention vs. control) mixed design i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from repeated measure ANOVA indica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ime (pretest vs. post test) and group (intervention vs. control) f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ut not career 
indecision. The results of study 4 suggest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causally influence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This dissertation ha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dissertation contributed to extend theoretical aspect as conceptualizing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in terms of domain specific future time perspective. 
Second, this dissertation proved that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er decision process and job attitudes. Third,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would be widely used to future research in the career field. 
Fourth, the intervention program of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would be 
practically utilized in the future to support career decision and job attitude.  

Key words: Career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Career exploration, Career development, Job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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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학위논문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개념을 정립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경력 
결정, 직무 동기,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 수
행된 4개의 연구에 대해서 요약하면, 연구 1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개념화하여 척도
를 제작하고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연구 1은 네 연구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1-1에서는 평행분
석,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기회’, ‘유인가’, ‘연결성’의 세 요
인에서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작하였다. 또한, 문항 반응 이론 중에 하
나인 Rasch 평정 모형을 적용하여서 내용 타당도를 확충하였다. 연구 1-2에서는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의 기회, 유인가, 연결성 요인과 선행 연구 척도의 기회, 유인가, 연결성 요인과 각각 
보통 이상의 상관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특성 5요인의 외향성 및 성
실성과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상관이 있는 반면, 다른 변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임으
로써 변별 타당도를 보증했다. 3주간에 걸쳐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양호한 신뢰
도 값을 얻었으며, 이로써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증했다. 연구 1-3에서는 특성 5요인, 주도
성, 자존감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성실성, 주도성, 자존감과 각각 정
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교차 타당도를 구축했다. 연구 1-4에서는 선행 연구의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래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을 설명하고 난 
후에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들 각각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증분 
타당도를 확증했다. 논의에서는 영역 특정적 미래 시간 조망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의 시사점
과 연구에서 활용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일반인 표본이 작은 점과 검
사-재검사가 짧은 기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 연구 1의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연구 2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
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경로 모형을 통한 결과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
결정을 부적으로 예측하고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보였지만, 
경력 탐색행동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연구 2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예측하는 개인차 변
인을 탐색하여, 개인차 변인, 경력 미래시간 조망, 그리고 경력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설
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성실성, 정서지능, 자아탄력성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예측하는 것을 밝혔다. 연구 2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차 변인과 경력 의사
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논의에서 경력 탐색행동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경력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가지는 이론적인 시사점, 그리고 설문 



연구 및 경로모형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연구 3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종업원들의 직무 태도 변인인 직무 자기효능감, 경
력 몰입, 조직 몰입, 이직 의도, 및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경로 
모형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이
직 의도, 및 경력 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 3의 목적에 따
른 연구 결과 외에 부가적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 의도 사이에 직무 태도인 조직 몰
입과 경력 몰입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직급과 연령대의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서, 
‘경력미래→경력몰입’과 같이 집단별로 차이나는 경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에서 
이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연구 의의,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론적 함의, 인사 및 교육 부서에서  종업원의 미래경력 시간 조망에 근거한 사원 선발이나 증
진 프로그램이 조직에 가져다 줄 유익함에 대해서 다루었다. 
  연구 4의 목적은 설문 연구에 따른 인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미결정, 및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것이었다. 예비 연구에서는 기회, 유인가, 연결성의 세 모듈로 이루어진 경력 미래시간 
조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4-1에서는 사전, 사후 설계에서 프로그램 실시전과 
후에 대한 변화를 표본 대응 t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 처치 전에 비교해서 후에 경
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경력 미결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4-2에서는 실험, 통제와 사
전, 사후의 혼합 설계에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한 결과, 집단 (실험, 통제)과 시점 (사전, 사
후)간에 상호작용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서 나
타났다. 하지만, 경력 미결정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논의에서 교육 처치로 인과
성을 높인 점,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활용의써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했을 때 
가져다 줄 유익한 점, 질적 연구 분석이 제공하는 정보가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계점으로 프
로그램 처치의 미약한 점, 사후 측정 이후 기간을 두고 추후 측정을 하지 않은 점, 효과의 크
기가 작은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본 논문이 가지는 함의는 첫째,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 개념에서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미래시간 조망 및 경력 연구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측면을 확
장할 수 있었다. 둘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관리, 그리고 행동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는 향
후 경력과 관련된 구성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증진 프로그램을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처치함으로
써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직무 태도, 경력 개발활동을 높이고 경력 미결정을 낮추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 장면에서 교수, 학교 상담가,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진로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인사부서나 교육 부서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
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높이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
을 제공한다.     

주요어: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경력 탐색행동, 경력 
개발활동, 직무 태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목   차

I. 서 론···································································································································································································1

II. 이론적 배경···············································································································································································6

  1. 시간 조망, 미래시간 조망, 및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개념········································6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접근···············································································································8
     (1)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낙관성적 접근·········································································8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자기(Self)적 접근·······························································9
     (3)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동기적 접근·····························································································9
  3.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11
     (1)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11
        1) 경력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11
        2)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16
        3) 경력 미결정···················································································································································16
        4)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의 관계························································17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18
        1)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18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의 관계····································································23
     (3)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개발활동····················································································24
        1)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탐색행동·············································································25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개발활동·············································································25
   4.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측정 도구와 프로그램 개관························································28
     (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측정 도구·································································································28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증진 프로그램····················································································30

III. 연구 1.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 개발 및 타당화·······························································32
   1. 연구 1-1. 문항 개발과 구성 타당도: 요인 분석과 Rasch 평정 모형 적  
      용·····························································································································································································33
     (1) 예비 문항 개발·················································································································································34
     (2) 방법················································································································································································35
        1) 참가자 및 절차··········································································································································35
        2) 분석 방법·························································································································································36



        3) 측정 도구·························································································································································36
     (3) 결과················································································································································································36  
        1) 평행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36
        2) 확인적 요인분석·······································································································································37
        3) Rasch 평정모형 분석························································································································38
   2. 연구 1-2.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41
     (1) 방법················································································································································································41
        1) 참가자 및 절차··········································································································································41
        2) 분석 방법·························································································································································41
        3) 측정 도구·························································································································································41
     (2) 결과················································································································································································42
        1) 검사-재검사 신뢰도·····························································································································42
        2) 수렴 타당도···················································································································································43
        3) 변별 타당도···················································································································································44
   3. 연구 1-3. 교차 타당도····································································································································45
     (1) 방법················································································································································································45
        1) 참가자 및 절차··········································································································································45
        2) 분석 방법·························································································································································45
        3) 측정 도구·························································································································································45
     (2) 결과················································································································································································46
   4. 연구 1-4. 증분 타당도····································································································································47
     (1) 방법················································································································································································47
        1) 참가자 및 절차··········································································································································47
        2) 분석 방법·························································································································································47
        3) 측정 도구·························································································································································47
     (2) 결과················································································································································································48
   5. 논의························································································································································································50

IV. 연구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과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
······················································································································································································································54
   (1) 방법······················································································································································································54
      1) 연구 참가자 및 자료 수집 절차··································································································54
      2) 측정 도구·······························································································································································54
      3) 분석 방법·······························································································································································56



   (2) 결과······················································································································································································56
      1)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56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집단간 비교·························································································59
      3) 개인차 변인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  
         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60 
      4)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영향력에 대한 경로분석·······················································62
      5) 개인차,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  
         감, 및 경력 탐색행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모형············································63
      6) 개인차와 경력 의사결정 및 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매  
         개 효과·····································································································································································64
   (3) 논의······················································································································································································66

V. 연구 3.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 ··
····················································································································································································································69
   (1) 방법······················································································································································································70
      1) 연구 참가자 및 절차·································································································································71
      2) 측정 도구·······························································································································································72
      3) 분석 방법·······························································································································································73
   (2) 결과······················································································································································································73
      1) 측정 변인들간 기술 통계치와 상관 관계··········································································73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집단간 비교·························································································76
      3) 경로 모형 탐색················································································································································78
      4) 매개 효과 분석················································································································································79
      5) 다중집단 분석···················································································································································80
   (3) 논의······················································································································································································82

VI. 연구 4.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86
   1. 예비 연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프로그램 개발····························································86
   2. 연구 4-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 검증: 직업학교 교육생 중심으  
      로·····························································································································································································89
     (1) 방법················································································································································································89
        1) 연구 참가자···················································································································································89
        2) 실험 절차 및 설계·································································································································89



        3) 측정 도구·························································································································································89
        4) 분석 방법·························································································································································90
     (2) 결과················································································································································································90
        1)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90
        2)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의 변화·······················································································································90
        3)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변화의 관계··············91
   3. 연구 4-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 검증: 대학생 중심으로·················93
     (1) 방법················································································································································································93
        1) 연구 참가자···················································································································································93
        2) 실험 절차 및 설계·································································································································94
        3) 측정 도구·························································································································································95
        4) 분석 방법·························································································································································95
     (2) 결과················································································································································································95
        1) 프로그램 실시 전의 집단간 차이 검증··········································································95
        2) 프로그램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효과성 검증··································96
        3) 프로그램의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  
           행동에 대한 효과성·····························································································································98
        4)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변화의 관계·····························99
        5) 프로그램 처치 전후의 경력 자서전 변화에 대한 분석: 일반적인 주  
           제들····································································································································································100
        6) 프로그램 처치 전후의 경력 자서전 변화에 대한 분석: 특정한 주제  
           들의 변화 정도······································································································································100
   4. 논의·····················································································································································································105

VII. 종합 논의········································································································································································108

VIII. 참고 문헌········································································································································································114  
    
부록·······································································································································································································128  



표 목차

표 1-1-1 ···················································································································· 35
표 1-1-2 ···················································································································· 38
표 1-1-3 ···················································································································· 39
표 1-2-1 ···················································································································· 43
표 1-2-2 ···················································································································· 44
표 1-3-1 ···················································································································· 46
표 1-4-1 ···················································································································· 48
표 2-1 ························································································································ 58
표 2-2 ························································································································ 59
표 2-3 ························································································································ 60
표 2-4 ························································································································ 61
표 2-5 ························································································································ 62
표 2-6 ························································································································ 62
표 2-7 ························································································································ 65
표 3-1 ························································································································ 71
표 3-2 ························································································································ 75
표 3-3 ························································································································ 76
표 3-4 ························································································································ 76
표 3-5 ························································································································ 77
표 3-6 ························································································································ 80
표 3-7 ························································································································ 81
표 3-8 ························································································································ 82
표 4-1 ························································································································ 88
표 4-1-1 ···················································································································· 91
표 4-1-2 ···················································································································· 92
표 4-2-1 ···················································································································· 97
표 4-2-2 ···················································································································· 97
표 4-2-3 ·················································································································· 100
표 4-2-4 ·················································································································· 100
표 4-2-5 ·················································································································· 102



그림 목차

그림 1-1 ······················································································································· 5
그림 1-1-1 ················································································································ 36
그림 1-1-2 ················································································································ 39
그림 1-1-3 ················································································································ 40
그림 1-1-4 ················································································································ 40
그림 2-1 ···················································································································· 59
그림 2-2 ···················································································································· 60
그림 2-3 ···················································································································· 63
그림 2-4 ···················································································································· 64
그림 3-1 ···················································································································· 77
그림 3-2 ···················································································································· 77
그림 3-3 ···················································································································· 78
그림 3-4 ···················································································································· 79
그림 4-2-1 ················································································································ 94
그림 4-2-2 ················································································································ 98
그림 4-2-3 ················································································································ 99
그림 4-2-4 ················································································································ 99



부록 목차

시간조망 척도 ··········································································································· 128
   부록 1 ··················································································································· 128
   부록 2 ··················································································································· 128
   부록 3 ··················································································································· 129

성격 척도 ··················································································································· 130
   부록 4 ··················································································································· 130
   부록 5 ··················································································································· 132
   부록 6 ··················································································································· 133
   부록 7 ··················································································································· 134
   부록 8 ··················································································································· 134
   부록 9 ··················································································································· 135

직무 태도 척도 ········································································································· 135
   부록 10 ················································································································ 135
   부록 11 ················································································································ 136
   부록 12 ················································································································ 137
   부록 13 ················································································································ 137

경력 척도 ··················································································································· 137
   부록 14 ················································································································ 137
   부록 15 ················································································································ 139
   부록 16 ················································································································ 140
   부록 17 ················································································································ 141
   부록 18 ················································································································ 142

교육 처치/통제 유인물 내용 ·················································································· 143
   부록 19 ················································································································ 143
   부록 20 ················································································································ 144
   부록 21 ················································································································ 145



- 1 -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간의 틀속에서 삶을 시작하여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시간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인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대학생은 시험 직전에 높은 집중
력으로 공부하며 직장인의 경우 마감이 다가 올 때 많은 긴장하고 약속이나 출근 시간에 맞추
려고 종종 걸음으로 정류장까지 걸어가거나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몇 번이고 시계를 
본다. 또한, 인지적으로 높은 부하가 걸리는 일을 하고 시계를 본 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
났는지 몰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서 많은 인지 과정을 거칠수록 시간
이 더 지났다고 착각한다 (Ornstein, 1970). 
   시간 자체나 시간이 지난 것에 대한 지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
라 시간에 대해서 가지는 개인적인 관점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시간에 대
해서 개인 마다 다른 인지적 조망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현재 지향적
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일 수 있다. 현재 지향적인 시간 조망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해나가는 것은 소홀히 한다.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약물 연구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학생들은 통제감, 행복감, 문제 대처 능력에 
높은 적응 수준이 높고,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 통제감 결여, 분노, 도피, 무
력감과 같은 부적응성이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Willis, Sandy, & Yaeger, 1998).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인 
도움 행동에서 부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Frank, 1939). 또
한,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낙관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들은 미래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기대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과제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 (Seligman, 2006). 미
래 지향적인 사람들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고, 미래시간 조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나 학업
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균형적인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Zimbardo & Boyd, 2010).
   Cate와 John (2007)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을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았
다. 이들은 미래시간 조망을 개인이 미래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믿는 것과 어떻게 시간을 
지각하는지로 개념화했다. 미래시간 조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될뿐만 
아니라 조직 심리학의 경력과 관련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미래시간 조망은 경력 의
사결정, 경력 행동, 경력과 관련된 직무 태도 변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영역에 관련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첫째, 미래시간 조망
은 경력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계획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고 경력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준비될 가능성이 높다. Savickas, Silling 및 Schwartz 
(1984)는 시간조망이 경력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Waker와 
Tracey (2012)는 경험적인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대학생들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이 높고 경력 미결정성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내에서 반재곤 (2014)이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반복 검증하였을 때 Walker와 Tracey와 동일한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미래시간 조망은 경력 탐색행동과 경력 개발활동으로 구성된 경력 행동과 관련있다. 
박인조와 이주일 (2014)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경력 
개발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박인조와 이주일 (2015 출간중)은 대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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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였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미래시간 조망은 개인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미래시간 조망은 직무와 관련된 변인들과도 관련있다. Ortiz (2011)는 미래시간 조망
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보였다.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 미래시간 조망은 직무 능력과 직무 중심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 (Betts, 
2013). Carstensen, Issacowz 및 Charles(1999)는 직무에 미래시간 조망이 영향을 미치는 
점을 목표달성과정에서 정서, 인지, 동기적인 효과성 관점에서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오은혜와 
탁진국(2012)이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계획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관점이다. 
본 연구자는 영역에 따라서 미래시간 조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Bandura (1977)는 자기
효능감을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서 영역 특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구분하여 개념화하여 연구했
다. 예컨대, 심리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음악을 잘 할 수 있
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 영역과 음악 영역 특정성
을 구분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래시간 조망도 영역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상사와 부하들에게 인정받는 50대 초반 나이의 A라는 노총각 부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
자. A는 자신이 조직에서 업무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성과를 내기때문에 미래에 자신의 경력
에서 많은 기회가 있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A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인 노화가 진행되고 매력이 더 감소하기에 미래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러한 회의적인 판단의 자기 합리화로 결혼에 대한 가치를 낮게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
자면, A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높지만 결혼 미래시간 조망은 낮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학점은 D 이상 받은 적이 없는 4학년 여대생이 있다고 가정
하자. 이 학생은 외모가 남자들이 선망하는 형이기에 마음만 먹는다면 결혼은 쉽게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경력을 쌓아가는데에는 낮은 학점으로 
인해서 불리할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이 여학생은 결혼에 대한 미래시간 조망은 높은 반면 
경력에 대한 미래시간 조망은 낮을 것이다. A는 경력 영역의 미래시간 조망이 높고 B는 결혼 
영역의 미래시간 조망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지 낮은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에서 영
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을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자가 가지는 문제 의식과 비슷한 관점에서, Zacher와 Frese (2009)는 미래시간 조
망이 일반적인 것에서 직업 영역에 특정적인 것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들은 직업에 국한된 
미래시간인 ‘직업 미래시간 조망 (Occupational future time perspective)’ 척도를 개발하여 
연구하였다. 이 척도는 Lang과 Carstensen (2006)의 척도에 기반하여 두 개의 하위 요인인 
‘기회’와 ‘남은 시간’에 따라서 문항들을 만들고 타당화했다. 직업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
들은 앞으로 자신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Zacher와 Frese의 직업 미래시간 조망 개념은 직장을 가진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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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직장이 없는 대학생이나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조직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종업원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포괄적으
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직장 개념과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경력 영역이 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개념화하고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종업원뿐만 아니라 전세대를 아우르는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 및 직업 미래시간 조망과 구별되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개념화
하고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미래에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고 성공하는데 있어서 많
은 기회가 있다고 여기고, 미래에 갖게될 경력을 가치롭게 평가하며, 현재의 활동이 미래의 
자신의 경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
망의 개념화에서 Lang과 Carstensen (2006)은 ‘기회’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구성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기회’라
고 전제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는 개인이 미래에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Husman과 Shell (2001)은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을 ‘유인가’와 ‘연결성’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
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과 유인가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는 개인이 추구하거나 가지게 될 미래의 경력이 가치롭다고 여기
는 것이다. 또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은 현재의 개인의 활동이 미래에 본인이 갖추
게 될 경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경력 
기회, 경력 유인가, 및 경력 연결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이 경력 영역에서 정적인 영
향력을 보이지만, 만약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이 인생을 여유롭게 살기를 좋아
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상황을 대처하며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여기며 인생을 즐긴
다면 경력의사 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미래의 경력 기회를 높게 지각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은 
더욱 직접적으로 경력 관련된 구성 개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며 경
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경력과 관련 심리학 분
야와 시간과 관련된 연구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개념을 정립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
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과의 인과적인 관련성을 타당성 있게 규명
하기 위해서, 첫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할 것이다. 둘째, 설문 연구를 
통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할 것이다. 셋째, 인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과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가지는 함의는 첫째,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 개념에서 영역 특정
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미래시간 조망 및 경력 연구와 관련하여 이론
적인 측면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높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가지는 것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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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관리,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는 향후 경력과 관련된 구성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경력 미래시간 조
망 증진 프로그램을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처치함으로써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직무 태
도, 경력 개발활동을 높이고 경력 미결정을 낮추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섯째, 학교 장면에서 교수, 학교 상담가,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의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진로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인사부서나 교육 부서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높이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시간 조망을 일반적 
미래시간 조망으로부터 개념을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타
당화할 것이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력 의사결정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
감과 경력 미결정 변인을 사용할 것이고 직무 태도는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이직 의도 변인을 사용할 것이며 경력 행동은 경력 탐색행동과 경력 개발활동 변인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 목적에 따라서, 4개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각각의 연구 목적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연구  
1은 세 개의 하위 연구로 구성되는데, 연구 1-1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예비 문항
을 제작하고 이 문항들이 구성 타당도를 지니는지 검증할 것이다.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뿐만 아니라 Rasch 평정 모형을 적용하여 검토할 것이다. 연구 1-2에서는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척도가 변별 타당도 및 수렴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척도로서 안정성이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 볼 것이다. 연구 1-3에서는 일반 대학생 표
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개발된 척도가 심리 구성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와 관련
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연구 2의 목적은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
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 2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
으로 설문지법 사용하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것이다. 주요한 연구 2의 목적 외에도 경력 미래시간 조
망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격 변인 중에 어떤 것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예측하
는지 탐색할 것이다. 또한, 소속 집단이나 성별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격과 경력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
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 3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인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한 설문 연구를 할 것이고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인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 4의 주요 목
적 외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연
령별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급별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전체 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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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점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연령과 
직급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나는지 
탐색할 것이다. 
    연구 4의 연구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의 처치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 2의 주요한 목적이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미래시간 조
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
이지만, 설문 연구라는 방법론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인과성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러한 설문을 통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 4-1에서 직업 훈련생 대상으
로 사전, 사후 설계로 프로그램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고 연구 4-2에서는 4-1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간의 효과를 통
제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및 교육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3회기에 걸친 처치 
및 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밝힐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방향에 대한 틀을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전체 연구 방향에 대한 틀

연구 1

연구 2

연구 2, 3, 4

연구 3

연구 2, 4

경력 의사결정
  ▣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 경력 미결정

경력 미래시간 조망
  ▣ 기회
  ▣ 유인가 
  ▣ 연결성

개인차 변인
 ▣ 특성 5요인
 ▣ 정서 지능
 ▣ 자아 탄력성
 ▣ 자기통제감

직무 태도
  ▣ 직업 자기효능감
  ▣ 경력 몰입
  ▣ 조직 몰입
  ▣ 이직 의도

경력 행동
  ▣ 경력 탐색행동
  ▣ 경력 개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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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1. 시간 조망, 미래시간 조망, 및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개념

고전적인 심리학자 중에서 Frank(1939)은 시간 조망을 현재에서 미래를 파악하고 과거로 거
슬러 갈 수 있는 시간구조의 체계라고 보았다. Lewin(1951)은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개인
의 심리적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점의 종합이라고 정의했다. Frank은 시간을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했고 Lewin은 시간을 쪼개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이해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주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나누는 Frank의 관점을 따른
다, 예컨대, Kauffman과 Husman (2004)은 시간 조망을 개인의 심리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기술했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Zimbardo와 Boyd (1999)는 시간관을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에서 ‘과거 부정적 시간관’,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 ‘미래 지향적 시간관’의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정의에서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념은 사고와 행동의 안정적인 
모드에 해당하며 성격 특성에 가깝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에서 일반적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개인적인 조망이 현재의 활동이나 인
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Cate와 John (2007)은 개인이 미래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믿는 것과 어떻게 남은 시간을 지각하는지가 미래시간 조망이라고 개념화하
였다. Cate와 John은 질적으로 다른 두 개 차원을 제한했는데 하나는 ‘기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회는 미래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 기회
가 주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한성은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기회에 초점 맞추는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Zacher & Fraser, 
2009). 이러한 사람은 남은 인생에서 추구할 수 있는 선택, 계획, 목표에 집중하지만, 제한성
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남아 있는 삶에서 경계와 한계를 많이 지각한다. 
   Savickas (1991)는 Cate와 John의 관점과는 다소 다르게 미래시간 조망을 개념화했는데, 
그는 미래시간 조망을 미래에 대한 개인의 심리 표상으로 이해했다. 미래시간 조망을 ‘유인가’
와 ‘도구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강조했으며 이후 그와 같은 맥락에서 Husman과 Shell 
(2008)은 도구성을 연결성으로 개념화했다. 유인가는 미래에 성취될 수 있는 목표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것이다 (Devolder & Lens, 1982). 유인가는 미래를 가치
롭게 여기는 (valuing)가 이고 이것이 높으면 개인이 얼마나 미래에 지향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지표가될 수 있다 (Husman & Shell, 2008). Savickas의 도구성과 Husman과 
Shell의 연결성은 같은 개념으로써, 도구성/연결성은 미래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행동
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래시간에 대한 관점을 일반성으로부터 특정한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있
다 (Cate & John, 2007; Strauss & Griffin, 2012). Strauss와 Griffin (2012)은 일반적인 
미래 지향성 개념에서 미래 일에 대한 표상에 특히 초점을 맞춘 개념인 ‘명료한 미래의 일에 
대한 자기 (salient future work self)'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ate와 John 
(2007)의 미래시간 조망이 ‘기회’와 ‘시간의 제한성’의 두 차원에서 양화될 수 있음에 착안하
여서, Zacher와 Frese (2009)는 직업 미래시간 조망 (Occupational fu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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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이 ‘일할 수 있는 남은 기회’와 ‘일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보았다. 전자는 직장을 가질 수 있거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며 후자는 
시간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랫 동안 일할 수 있는가의 측면이다. 나이든 종업원들 젊은 종업
원들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남은 기회가 적고 시간도 짧다고 지각한다 (Zacher & Frese, 
2009). 또한, 나이는 남아 있는 시간과는 강한 부적 상관을 가졌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와는 
강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미래시간 조망은 기회, 제한성, 유인가, 연결성/도구성의 차원
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영역 특
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에서 직업 미래시간 조망은 종업원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으로부터 영
역 특정화된 미래시간 조망을 구분하되 조직 심리학에서 여러 계층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미래에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고 성공하는데 있어서 많
은 기회가 있다고 여기고, 미래에 갖게될 경력을 가치롭게 평가하며, 현재하는 활동이 미래의 
자신의 경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
망의 개념화에서 Lang과 Carstensen (2006)은 ‘기회’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구성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기회’라
고 전제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는 개인이 미래에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Husman과 Shell (2001)은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을 ‘유인가’와 ‘연결성’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
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과 유인가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는 개인이 추구하거나 가지게 될 미래의 경력이 가치롭다고 여기
는 것이다. 또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은 현재하는 개인의 활동이 미래에 본인이 갖
추게 될 경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경
력 기회, 경력 유인가, 및 경력 연결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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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접근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러한 영역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 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영향일 미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섹션에는 경력 미래시간 조
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서 낙관성, 자기 (self), 그리고 동기에 대해 다룬다. 세 개념의 
관점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1)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낙관성적 접근

낙관성은 미래와 현재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성의 차이점으로 정의된다 (Teahan, 1958). 
Lamm, Schmidt 및 Trommsdorff (1976)는 Teahan의 정의에 기반하여, 미래시간 조망이 
내용 구조 (밀도), 시간 구조 (확장성), 감정성 (낙관성-비관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본다. Cate와 John (2007)의 관점에서 미래시간 조망을 낙관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회 
차원과 연관시킬 수 있다. 즉, 미래시간 조망과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다. 예컨대,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Lang과 
Carstensen (2001)의 척도에서 “내 미래의 인생에서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문항
에서 높은 점수에 평정할 것이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를 묻는 것들에 대해서 좋게 반응할 것
이다. 
   본 연구자는 미래시간 조망이 낙관성의 속성을 가지듯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도 낙관성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미래에 추구하거
나 획득할 경력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 신념을 지닐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력 미
래시간 조망의 낙관적인 속성이 우리가 경력과 관련하여 의사결정하고 태도를 가지며 행동하
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낙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
다면 어떻게 의사결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Scheir와 Carver (1985)는 낙관성이 기대 X 가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낙관
성은 긍정적인 태도나 기분의 경험으로 장단기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연관된다 (Peterson, 2000). 낙관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Busseri, 
Malinowski & Choma, 2013).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
대하고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높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목표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개발활동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능적으로 낙관성은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행동을 이끌 수도 있다 (한선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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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자기(self)적 접근

James (1910)는 자기를 “즉시적 현재의 나”와 “잠재적 사회의 나”를 구분하였고 Mead 
(1934)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고정으로
서의 잠재적 자기들을 생성한다고 가정하였다. 가능한 자기는 개인이 미래에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며 자기에 대해 세 가지 가정한다 (Seginer, 2009). 즉, 자기는 다면적인 현상이며
(Markus, Cross, & Wurf, 1990), 목표로 방향지워진 행동을 부추기는 능력이 있다 (Markus 
& Ruvolo, 1989). Markus와 Nurius (1986)는 가능한 자기를 개인이 그의 잠재성과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공포
의 자기의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의 포부, 희망, 목표, 공포로서 표현된다.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가능한 자기의 측면인 포부, 희망, 목표와 연합되어 있
다고 본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러한 측면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태도, 행동
에 관여하는가?
   가능한 자기는 사회 문화적 혹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며 일단 가능한 자기가 형성되면 
동기적, 평가적, 시뮬레이션 기능을 가진다. 가능한 자기는 미래 행동에 잇점이 있는데, 미래
의 포부, 희망, 공포의 관점에서 지금의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행동을 상상하게 함으로서 미래의 희망과 계획을 촉진한다 
(Markus, Cross, & Wurf, 1990).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봄으로서 사람들은 그들
의 계획, 희망 혹은 목표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Markus, Cross, & Wurf, 1990). 미
래에 자신이 가질 경력에 대해서 상상하고 높은 희망, 목표의 가능성을 가짐으로써, 경력 의
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반면, 미결정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표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개발활동을 하고 본인의 미래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에 정적
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Strauss, Griffin 및 Parker (2012)는 명료한 미래 일에 대한 자기 개념이 미래시간 조망
에 대해서 자기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고 간주했다. 그들은 명료한 미래 일에 대한 자기 개념
을 개인이 미래에 되기를 인지적으로 희망하는 가능한 자기의 희망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긴다 (Markus & Nurius, 1986). 본 연구에서는 명료한 일에 대한 자기 개념을 개인이 가
지고 있듯이, 경력에 대한 명료한 자기 개념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기적 속성을 보
일 것으로 전제한다. Oyserman과 Markus (1990)에 따르면 가능간 자기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방향 지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동기적 자원들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는 지향된 행동과 자기 개발을 동기화 한다 (Hoyle & Sherrill, 2006; Markus & Nurius, 
1986). 미래에 자신이 가질 경력에 대한 명료성은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도록 전략들을 창출
함으로써 (Strauss, Griffin, & Parker, 2012), 경력과 관련된 의사결정, 직무 태도, 경력 개
발활동을 돕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3) 경력 미래시간에 대한 동기적 접근

미래 목표들과 동기화 된 행동은 외적 동기에 가깝다 (e.g., Deci, 1975; Lepper & Greene, 
1978). 자기 결정이론(Deci & Ryan, 2002)에 기초한 최근 연구들은 외적 동기의 유형에 따라
서 상이한 질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동기의 양적 접근에서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도구성은 목표들의 수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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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늘어나며 그 결과로 높은 미래시간 조망을 가지는 것이다 (Lens, Paixao, Herrera, & 
Grobler, 2012). 달리 말해서 외적인 동기를 높게 가지는 개인은 미래시간 조망이 함께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개인은 그것을 성취하
기 위해 외적 동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동기적 기초에 대해서는 Nuttin (1984)이 논의하기 시작해서 
Lens (1985), Miller와 Brickman (2004)이 발전시켰다. Nuttin은 수단과 방법의 관계를 강조
하였는데, 현재 행동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여겼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인간의 욕구 (need)를 수반한다고 보았다 (Seginer, 2009). 
Nuttin과 Lens (1985)는 미래시간 조망의 동기적 속성과 관련하여 능동/동기적 측면과 인지/
상상적의 측면의 두 관점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들은 두 가지 속성이 미래시간 조망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며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이해했다. 능동/동기적 측면이 있는 
미래시간 조망의 발달은 현재의 활동과 동기적 목표 사이를 잇는 ‘수단-방법 체인’ 구조를 형
성하며 구성한다는 것이다 (Seginer,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에서 신입사원들의 경력 개
발활동을 하는 것을 보자면, 이후 승진과 같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연결성을 지각하는 
종업원은 먼 목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관련된 활
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방법 활동을 착수할 수 한다. 
   Nuttin과 Lens는 미래시간 조망과 성취 동기와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연결시켰고, 
Wigfield와 Eccles (2002)는 학생들의 학급 상황에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다른 동기 연구자들은 동기적 구성 개념으로서 시간 지향성을 고려하였다. 
Gjesme (1979)는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지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미래 지향성을 보인다
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높은 경력 미래 지향성 혹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가지
는 개인은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지며 이로 인한 결과로써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
고 개발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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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다룬다. 앞서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로 인해서 
영향 받을 결과 변인과 그것들과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결과 변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대해서 깊
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 구성 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후,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의 관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섹션에서는 (1)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
력 의사결정,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 (3)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개발활동
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1)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
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력 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경력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에 대해서 결과 변인으로 다룰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두 변인에 대해
서 논의할 뿐만 아니라 경력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
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1) 경력 의
사결정에 대한 접근, 2)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3) 경력 미결정, 4)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순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1) 경력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본 연구에서는 경력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할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넓게 경력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이다 .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고 연구되는 배경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경력 의사결정에 대한 전통
적 접근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경력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으로써, 
Roe의 욕구 이론, Holland의 인성 이론, 생애 발달적 접근, Krumboltz의 사회학습 이론, 사
회인지 학습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면들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가. Roe의 욕구 이론

Roe (1956)의 경력 의사결정 이론은 Maslow의 요구 위계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직업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보았다. Roe (1956)는 미국의 직업 사전이 유목화하는데 일관성이 떨어
지고 미네소타 직업평가 척도를 제외하고 그의 시대에 있는 직업 분류 체계가 심리학적 기본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직업의 분류와 심리학의 성격 이론을 통합하
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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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직업을 8개의 군집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군집에 적합한 직
업 목록을 만들었다. 8개의 군집은 각각 일반전문직, 과학직, 옥외 활동직, 기술직, 단체직, 비
즈니직, 예능직이다. 예컨대, 단체직은 사업, 제조업, 행정에 종사하는 사무직 종업원을 일컫
는다. 그런 후, 직업에서 곤란도와 책무성을 고려해서 6개 단계를 설정해서 8 × 6 분류 구조
를 만들었다 (김봉환, 정철영 & 김병석, 2006). 6단계는 각각의 군집에서 수준으로서 책임, 능
력, 기술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1단계는 고급 전문관리, 2단계는 중급 전문관리, 3단계는 
준 전문관리, 4단계는 숙련직, 5단계는 반숙련직, 6단계는 비숙련직이다. 예컨대, 기술직 군집
의 5단계는 배달부, 화물차 기사이며 6단계는 노동자, 조수이다. 
   군집과 단계에 따른 Roe (1956)의 직업 분류는 몇 가지 가정을 한다 (Roe & Lunneborg, 
1990). 첫째, 유전이 흥미나 태도보다는 지능이나 기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흥미
나 태도가 유전적인 영향이 다소 작다는 의미이다. 둘째, 흥미나 태도같은 유전적인 영향이 
적은 변인들은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개인의 무의식적인 방향을 지워준다. 셋째, 
정신 에너지는 관심-방향성 측면에서 흥미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다. Roe (1956) 이론의 비판
점은 그의 가정이 추리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나. Holland의 인성 이론

Holland (1973)는 사람과 환경이 6개의 서로 다른 유형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고 보았다. 6
유형은 현실적 (Realistic), 탐구적 (Investigative), 예술적 (Artistic), 사회적 (Social), 설득적 
(Enterprising), 관습적 (Conventional)이며 RIASEC으로 불리워진다. Holland는 직업적 흥
미를 개인의 성격의 일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곧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
로 가정했다. 그는 특히, 경력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에 기반하여 이론을 수립하려 
했으며, 특히, 경력 의사결정의 안정성과 경력 변경에 관여하는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Holland의 인성 이론은 몇 가지 기초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 가정은 첫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재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 본다. 둘째, 6가지 유형에 따른 환경이 있으며 사람들은 특정한 환경에서 그 성격과 일치
하는 사람들이 놓여 있다. 만약, 개인이 원형에 가까운 RIASEC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환경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사람들은 능력과 기술을 발휘
하고 태도와 가치를 보일 수 있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Holland는 RIASEC의 유형에서 일치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어떤 쌍들은 더 유사하고 다
른 쌍은 유사하지 못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컨대, 관습적-실재적 쌍은 유사하지만 설득적-
탐구적 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Bar와 Rabbi (1982)는 전공 지속성과 성취의 일치성에
서 이를 지지했지만, 다른 연구는 지지하지 못했다. 즉, Wille, De Fruyt, 및 Feys (2010)는 
직장 안정성과 만족에 대한 일치성의 관계에서 이를 지지하지 못했다. Holland (1985)는 또한 
사람들은 한 개 유형에서는 유사성을 많이 보이지만 다른 유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차별
성’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좋아함과 싫어함의 명확함을 가진 개인은 경력 의사결정을 
훨씬 하기 쉽고 만족이나 성취와 같은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Tracey, Wille, Durr & 
Fruyt, 2014). 이러한 차별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직업이 의사결정과 직업 선택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Holland, 1968; Holland, Gottfredson, & Nafziger, 1975), 
경력 확실성, 실재 직업 이동, 그리고 심리적 기능과는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L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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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Wille et al., 2010; Cotter & Fouad, 2011).  
   Holland의 인성 이론에 대해서 몇 몇 연구자들 (Amatea, 1984; Osipow, 1983; Osipow 
& Fitzgerald, 1996)은 비판했는데, 첫째, 그의 이론은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개인 및 
환경적인 중요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못했다. 둘째, 그가 만든 검사 도구는 성(性) 편파성을 지
니고 있다. 예컨대, 직업적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에서 실재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에 여성
적인 직업들이 빠져있고 사회적 유형과 관습적 유형에 여성적인 직업을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여성의 직업 의사결정에 제한성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Holland는 성격을 중요하게 간주하면
서도 성격의 발달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발달 과정에서 한 개인이 그 성격
을 가지게 되어 어떻게 직업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 생애 발달적 접근

생애 발달적 접근을 하는 이론들 (Super, 1953; Levinson, 1978; Gottfredson, 1996)은 자
기 개념이 나이와 함께 명확하게 되고 경력 의사결정이 직업 세계의 이미지와 자기 개념이 매
칭되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가정한다 (Osipow, 1983). 이러한 접근은 생애 기간을 통해 인
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 단계의 효과와 어떻게 생애 단계들이 성격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력 의사결정 이론들과 구분된다. Levinson (1986)
은 활동과 적응을 포괄하는 나이 관련 단계들의 연속성을 제안했는데, 그는 어린 시절 
(0-20), 초기 성인 (20-40), 중년 (40-60), 후기 성인 (60 이상)의 네 단계의 “인생의 시절 
(life eras)"에 대해서 논의했다. Super (1957, 1990)의 접근도 Levinson (1978)과 유사한데, 
그는 탐색, 수립, 유지, 쇠퇴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Levinson과 Super의 차이점은 
Levinson은 각 단계가 나이에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Super는 나이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
경과 그것의 지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Gottfredson (1981)은 발달적 접근에서 어
린 시절과 청소년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의 이론이 직업적 한계 (circumscription)와 
타협 (compromise) 이론이라고 불린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직업적 대안들이 계속해서 제한
된다. 개인이 열망하는 것에 벽에 부딪힐 때, 그들은 불가피하게 타협하는데, 이는 직업적인 
대안들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Herbert (1990)는 사업하는 아프리카계 미국 남성 10명을 인터뷰하여, Levinson의 4단계
에 대한 명제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했으며, 새로운 발달적 과제로서 인종 정체성과 자기 개
념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Ornstein, Cron 및 Slocum (1989)은 Levinson과 Super의 이론
의 우위성을 검증하였는데, 남성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vinson의 나이 관련 이
론이 일 외적인 요인을 예측하는 것에서 더 나았고, 일 자체와 세일즈 수행에 대한 개인의 지
각을 예측하는 것에는 Super의 이론이 더 양호했다. Ornstein과 Isabella (1990)은 204명의 
전문성을 지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vinson 이론이 중간 정도 지지 된다는 것을 
보고했고 Super의 단계 이론에 대한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Gottfredson은 경력 의사결정에 있어서 흥미보다 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Holt 
(1989)는 엔지니어와 사회 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지하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Hesketh, Duran 및 Pryor (1990)는 명성보다 흥미가 경력 의사결정
에서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Gottfredson은 경력 의사결정에서 성유형에 기반한 직업
보다 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Leung과 Plake (1990)는 ‘직업 선택 딜레마’라는 측정 
도구를 통한 연구에서 이에 반하는 결과를 보였다. 여러 연구들이 경력 의사결정에서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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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fredson의 이론에 반하는 결과를 보였기에, Swanson (1992)은 그의 이론이 수정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 Krumboltz의 사회학습 이론

경력 의사결정의 사회 학습 이론은 Krumboltz, Mitchell, Gellatt (1975)에 의해 시작되었으
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경력에 대해 의사결정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다 (Mitchell & Krumboltz, 1996 재인용). Krumboltz 등의 이론은 강화, 환경, 반응 기술과 
같은 개념을 강조하고 경력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 태도, 특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Osipow, 1990). 경력 의사결정의 사회학습 이론의 근간이 되는 이론은 강화이론, 고전적 행
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이며, 개인의 성격과 행동이 그가 처한 독특한 사회 학습 
환경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고 가정하고, 경력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에 관심을 가진다고 여겼다.
   Mitchell과 Krumboltz는 경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 주목하였다 
(Swanson & Fouad, 1999). 첫째, 사회 학습이론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유전적 영
향도 배제하지 않는다. 즉, 개인은 부모로부터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을 물려받은 것이 
있다. 유전적 영향이란 개인의 직업 선호도나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능, 
예술적 재능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둘째, 환경적 조건과 사건의 상호작용이 경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사건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점
이 경력 개발활동과 경력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에는 사회정책, 노동법, 천재지변, 가
정의 영향, 기술발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학습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학습 이
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과거에 학습한 내용이 현재나 미래에 교육 및 경력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구적 학습경험과 연합적 학습 (고전적 조건형성) 경험이 있다고 가정했
다. 도구적 학습은 선행 사건, 행동, 결과의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연합적 학습은 경험한 
적이 있는 감정적 중립 자극이나 사건을 감정적 비중립 자극이나 사건과 연합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예컨대, 상대방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은 호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싫어함이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 학습이론은 과제접근 기
술을 한다. 과제접근 기술은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나 경
향으로서 학습 경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 사건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난다 (김봉환, 정철
영 & 김병석, 2000). 과제접근 기술은 개인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기술로서 직
무 습관, 인지 과정, 정서적 반응과 같은 것이다. 
   경력 의사결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개인의 수행이나 흥미 혹은 가치를 평가하는 자기 기술인, 자기 일반화 (self-generalization)
가 나타나며, 이는 선행 학습 경험과 개인의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인이 자신이 사는 
환경을 관찰하여 이해하고 다른 환경이 어떠할 것인지 예측하는 세계관 일반화 (world-view 
generalization)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특정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
하고 그것의 직업적 성격에 대해서 일반화 할 수 있다. 예컨대, 악기를 연주하는 직업은 감성
이 풍부하고 예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행위의 결과물이 나타난다. 경력 개발
을 위해서 사내외 교육에 참가하거나 경력을 변경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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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 인지 경력 이론

Hackett과 Betz (1980)는 사회 인지 경력 이론을 Bandura의 일반적 사회 인지 이론과 
Krumboltz (1979)의 사회 학습 이론에 근간을 두고 만들었다. Krumboltz가 개인의 직업적 
흥미, 가치, 결정을 학습 경험이 만든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유사하게 사회 인지 경력 이론도 
경력 의사결정에서 특별한 능력이나 환경적 조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차이점은 
Krumboltz의 이론은 사회적 학습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 인지 경력 이론은 인
지, 자기-조절, 동기적 과정을 강조하는 사회 인지 이론에 직접적으로 바탕을 두고있다. 
   사회 인지 경력 이론은 자기 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개인적 목표를 중요한 구성 개념
으로 여긴다. 자기 효능감은 수행에 요구되는 행동들을 잘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개인
적인 신념이다 (Bandura, 1986). Bandura는 과거의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 현재의 자기 효
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예컨대, 대학생의 경우 과거 고등학교에서 경력 의사결정을 
하여 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했다면 직장을 구하는 경력 의사결정의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기대는 수행하는 특정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
이다 (Lent, Brown, & Hackett, 2002). 결과에 대한 기대는 수행하는 행동에 대한 상상된 
결과를 포함한다. 결과에 대한 기대의 관점에서, 경력 의사결정은 개인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
하는지에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목표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를 위한 결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Bandura, 1986).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서 개인이 경력에 대해 의사결정을 원활하
게 할 수도 있고 미결정 상태에 있을 수 있다.   
   Hackett과 Betz의 사회 인지 경력 이론은 첫째, 자기 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가 특정 
경력 관련 흥미를 높인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흥미는 특정한 경력 경로를 추구하려는 계획이
나 의도와 같은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Holland (1997)의 인성 이론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는 흥미에 일치하는 경력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Holland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점은 사회 인지 경력 이론이 흥미와 행동을 중간에 연결하는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고 자기 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가 흥미의 패턴을 조성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경력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경제적 필요, 교육의 한계, 가족 지원의 부재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이 가지
는 흥미나 원하는 경력 목표에 따라 경력 의사결정하는 것을 막는다 (Vroom, 1964; 
Williams, 1939). 
   사회 인지 경력 이론은 맥락적인 측면을 경력 의사결정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여긴다 
(Lent, Brown, & Hackett, 2002). 문화, 성 역할, 기술 개발에 대한 기회와 같은 원시적 
(distal) 맥락이 사회적 인지와 흥미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서
적 혹은 재정적 지원, 원하는 직업 분야에서 구직할 수 있는 가용성, 사회 구조적 장벽과 같
은 근시적 (proximal) 맥락이 경력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자들 
(Ferry, Fouad, & Smith, 2000; Tang, Fouad, & Smith, 1999)은 경력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경력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요인들이 경력 포부를 가지는데 지지 혹
은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McWhirter, Torres, & Rasheed, 1998; Richie, 
Fassinger, Prosser, & Robins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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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사회 인지 경력 이론을 만든, Hackett과 Betz는 Bandura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경력 의사결
정, 경력 개발활동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으로 개념화하였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경
력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 (Taylor & Betz, 
1983). Bandura는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인지, 감정, 동기 등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고 여긴다. 예컨대, 어떤 과제에 대해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인지적으로 시각
화하고 그것을 해결할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반면, 낮은 사람들은 잘못될 것인지에 대
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ackett과 Betz는 자기 효능감을 경력 의사결정
에 중요한 요소로 여겼고 여성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경
력 의사결정을 포기하거나 지연 또는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Hackett과 Betz는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경력 효능감과 처리 영역에 해당하는 경력 효능
감을 구분하였다. 전자는 기술직, 마케팅과 같은 특정 경력의 영역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고 
후자는 경력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과 관련이 있다. 내용 영역 자기 효능감 척도들은 대학생의 다양한 전공들에 대한 경력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Fouad, Smith, & Zao, 2002; Lent et al., 
2001), 처리 영역의 자기 효능감 척도들은 경력 탐색 활동 (Solbderg et al., 1994)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이다 (Taylor & Betz, 1983). 본 연구에서는 처리 영역의 자기효능
감의 하나인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Hatman과 Betz (2007)는 특성 5요인이 경력 의사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연
구에서, 외향성과 성실성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예측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개인
차 변인 중에서 정서와 관련된 경력 의사결정 연구는, 정서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과 경력 의
사결정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다 (Emmerling & Cherniss, 2003).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를 잘 지각하고 생각이나 행동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을 잘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 지능이 경력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Di Fabio와 
Saklofske (2014)는 정서 지능이 특성 5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3) 경력 미결정

상술하였듯이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것이
며, 경력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함께 경력 미결정에 초점을 맞추
어서 연구할 것이다. 경력 미결정은 자신의 교육과 직업적인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불확
실성을 가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경력 미결정은 이론적으로 두 개의 틀에서 이
해될 수 있다 (Kelly & Lee, 2002). 첫 번째는 Holland와 Holland가 제안한 직업 흥미 접근
으로서, 미결정은 개인 및 직업 정체감의 어려움과 흥미가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데서 기인한
다고 보는 입장이다. Holland (1954)의 이론은 특정 전문 영역에 부합하는 6개의 성격 유형
에 사람들이 범주화 된다고 본다. 개인이 모든 성격 유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명확한 
경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흥미를 이끌지 못해서 미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성격 유
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너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미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입장은 Super (1953)의 입장으로서, 미결정을 경력 발달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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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sipow (1999)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미결정은 지속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생애 
동안 인간이 겪는 단계라고 본다. 최근에 Savickas (2004) 결정 안된 (undecided) 사람과 우
유부단한 (indecisive) 사람을 구분했으며, 전자는 발달 단계에서, 정보의 가용성, 결정 훈련,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결정할 잠재성이 있지만 현재는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후자는 
만성적인 불안과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인 상태다. 
   선행 연구들은 경력 미결정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가족의 부
적절한 지원과 상호작용의 문제, 애착 (Downing & Nauta, 2010), 경력 관련된 장벽과 사회
적 지지의 문제 (Lopez & Ann-Yu, 2006), 정체성 관련된 요인들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대처 방략과 직업 흥미 (Betz & Voyten, 1997), 특성 불안, 외적 
통제의 소재, 완벽주의 성향 (Leong & Chervinko, 1996) 등이 경력 미결정의 예측 변인으로 
연구되었다. 이처럼 상황적인 변인과 성격 변인 둘 다 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경력 미결정
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Betz et al., 1996; 
Guay et al., 2006). 

4)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의 관계

시간 조망은 경력 성숙과 경력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이다 (Super & Hall, 
1978). Super와 Overstreet (1960)는 직업 성숙에 대한 모형에 핵심 변인으로서 시간 조망을 
포함시켰으며, Jepsen과 Dilley (1974)는 경력 의사결정에 대한 모형에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 예측, 추정, 혹은 확률적인 짐작에서 암묵적인 변인으로서 미래시간 조망을 포함시켰다. 
Jepsen (1974a)은 116명의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의사결정에 대한 32개 지표에 대
해 측정하여 4개의 군집을 발견했다. 4개의 군집들은 시간적인 구분에 따라서 경력 의사결정
에 유목화되었다. 즉, 계획적인 활동 군집은 현재, 고급 과목 군집은 즉각적인 미래, 졸업 후 
계획 군집은 중간 정도의 미래,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군집은 10년 후의 미래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시간 조망은 경력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Jepsen은 주장하였다. Savickas, Silling, 및 Schwartz (1984)는 경력 성숙과 경력 의사결정
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 구조를 밝혔
다. 연구 결과에서 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경력 선택 만족감과 정
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
소라고 주장했다. 
   Betz, Klein, 및 Taylor (1996)는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
소라고 여기고 자기 개념, 목표, 경력 옵션들에 기초해서, 경력에 의사결정에 확신하는 정도로 
이해했다. 그들에게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은 정확한 자기 평가, 문제 해결, 미래에 대
한 계획, 목표 선택, 직업 정보 수집의 5개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사회 인지 경
력 모형 (Lent, Brwon, & Hackett, 1994; Lent, Brwon, & Hackett, 2000)은 경력 의사결
정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관점 중에 하나이다. Walker와 Tracey (2012)는 이 모형은 미래시
간 조망과 관련이 많다고 보았다. 미래 행동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미래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에 기초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사
람들이 미래의 목표들과 현재 행동을 연결시키지 않거나 미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면 미래에 필요한 행동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자기 효능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Waker와 Tracey는 미래시간 조망을 자기 효능감의 전조로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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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것이라 본다. 왜
냐하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이 성취하거나 가지게 될 기회들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결정하는데 확신을 높게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미래의 개인의 경력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특징인데, 사람들
은 가치부여를 높게 할수록 그것과 관련된 의사결정 (본 연구 맥락에서는 경력 의사결정)에서
도 큰 확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개인에 따라서 경력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경력 미결정이 있을 수 있으
며 (Brown et al., 2012). Crites (1978)와 Savickas 등(1984)은 사람들이 시간 관점에서 생
각할 수 없는 것은 즉각적인 과제나 장애물을 넘어서서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를 
Waker와 Tracey는 경력 미결정의 지표 중에 하나로 간주했고 미래시간 조망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미결정과 부정인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반재곤 (2014)의 연구에서도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경력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
력 미결정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의 미래 경력에 대해 확신에 차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력을 결정하지 못한 것과 거리가 멀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본 연구 맥락에서는 경력)에 대해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면 
조속하게 처리하고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자가 논의한 점과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미결정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
이다.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

직무 태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느낌, 신념, 애착을 포함하는 일련의 평가이다 (Judge & 
Kammeyer-Mueller, 2012). 조직 몰입과 경력 몰입과 같은 직업 몰입 (work commitment), 
직무 만족, 직업 자기 효능감, 이직 의도와 같은 개념이 직무 태도의 유형이다. 본 연구는 미
래시간 조망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인 직업 자기 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이다. 경력 미래시간과 직무 태도간의 관계
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직무 태도에 대한 개념과 선행 연구들을 개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각 직무 태도에 예측 변인으로 무엇이 연구되었는지는 본 연구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예측 
변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각 변인들의 개념과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고 미래
시간 조망과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직무 태도는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이직 의도이다. 
연구자는 각각의 변인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결과 변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는 각 
직무 태도 변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직무 태도들을 예측하는 변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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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 자기 효능감과 예측 변인

Bandura (1977a)가 처음으로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소개 했으며, 자기 효능감을 개인이 과제
나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신념으로 정의했다. 자기 효능감은 조직 심리학 분야에
도 계속적인 연구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자기 효능감은 직무 만족 (Judge & Bono, 
2001) 및 수행 (Judge & Bono, 2001; Stajkovic & Luthans, 199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 어떤 연구자들은 (e.g. Grau, Salanove, & Peiró, 2001; Jerusalem & Schwarzer, 
1992) 자기 효능감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원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간
주하며, 또 다른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인과 스트레스원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에 대해서 주목한
다 (e.g., Lent & Hackett, 1987).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 및 정서적 각성이 정보 근원이 되어서 자기 효
능감을 형성한다 (Bandura, 1977). 이 중에서 성공 경험은 성공해나가는데 자신감이 증대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을 경우에 무
기력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고, 성공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 평가를 높여서 자기 효능감이 좋
아질 수 있다. 경력 성공은 성취 혹은 긍정적 직업 관련 결과로서(Seibert, et al, 1999), 개
인의 직장이나 경력 궤도에서 많은 성공에 기인한다. Day와 Allen(2004)의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 성공과 자기 효능감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경력에서 연속
적인 경력 성공의 축적에 대한 자기 평가인 주관적 경력 성공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다. Shelton (1990)은 자기 효능감이 삶에서 여러 영역에 걸친 성공이나 실패가 축적됨에 따
라서 유동적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경력과 같이 특정한 영역에서 성공한 경험은 자기 효능감
을 증대시킨다 (Spurk & Abele, 2014). 박인조와 이주일 (2014) 55세 이상의 장노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 성공이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 관심은 직업 자기 효능감 (Occupational self-efficacy) 개념 정
립과 측정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이는 Bandura가 일반적 자기 효능감에서 과제 특정적 자기 
효능감을 분리해서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서, 직업 영역의 자기 효능감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따라서, 직업 자기 효능감은 영역 특정적 평가로서 자기 효능감을 다룬다. Lent와 
Brown (2006)은 자기 효능감을 내용 특정적 자기 효능감, 과제 특정적 자기 효능감, 대체 자
기 효능감, 과정 자기 효능감으로 세분하였다. 직업 자기 효능감은 어떠한 직업 맥락과 상관
없이 개인이 직업적 과제와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된다 (Abele 
& Spurk, 2009a, 2009b)   
   직업 자기 효능감은 다양한 성격 변인과 관련이 있으며, 경력 관련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Schyns와 Von Collani (2002)는 직업 자기 효능감과 성격 변인 및 조직 변인과의 관계를 탐
색적으로 연구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 자기 효능감 
(Sherer et al, 1982), 일 관련 자기 효능감 (Speier & Frese, 1997), 자존감 (Self-esteem), 
통제의 소재와 정적인 상관이 있고 신경성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Schyns & Von 
Collani, 2010). 또한, 그들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직무 만족 및 감정적 조
직 몰입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Spurk와 Abele (2014)은 8년간의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경력 성공이 직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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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몰입과 예측 변인

조직 몰입이 생산적인 행동인 성과와 반생산적인 행동인 이직, 결근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연구 관심이 되고 있다 (Blau, 1977). Buchanan (1974)은 조직 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
치관을 개인이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 조직에 관한 동일시, 역할에 관한 심리적인 몰입
이라고 정의했다. Mowday, Porter 및 Steers (1982)는 조직 몰입을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가
지는 동일시와 관여의 상대적 강도라고 정의하였다. Jex와 Britt (2008)는 조직 몰입을 종업원
이 자신을 고용한 조직에 헌신하고 조직을 위해 기꺼이 일하려 하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으려하는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Allen과 Mayer (1991)는 조직 몰입을 조직과 구성원 사이
를 심리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보았고 몰입의 3요소로서 감정적 (affective) 몰입, 계속 
(continuance) 몰입, 규범적 (normative) 몰입을 제안했다. 감정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
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충성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적 몰입은 다른 조직으로 옮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현 조직에 계속 머무르는 경향을 나타내며 규범적 
몰입은 현 조직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서 나이는 조직 몰입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Angle & Perry, 
1981; Meyer and Allen, 1984; Morris and Sherman, 1981; Steers, 1977). Mathieu와 
Zajac (1990)는 나이와 몰입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직무 재직 기간 
또한 조직 몰입의 예측 변인이다 (Angle & Perry, 1983; Moday et al., 1982; Stevens et 
al., 1978). 회사에 오래 머무를수록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종업원들은 이러한 투
자에 대해서 돈으로서 환원시키기 위해서 몰입을 나타낸다 (Becker, 1960; Hrebriniak & 
Alutto, 1972). 
   직무 특성도 조직 몰입의 중요한 예측 요소이다 (Mowday et al., 1982). Salancik (1977)
는 직무 특성과 조직 몰입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는데, 종업원이 맡은 직무에 대해 책임을 
많이 느낄수록 조직 몰입을 많이 한다고 보았다. 역할의 명확성은 책임감을 증가시켜서 직무 
몰입과의 관련성을 갖게 한다 (Near, 1989; Stumf & Hartman, 1984). Morris와 Sherman 
(1981)은 역할 갈등과 조직 몰입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더 많은 역
할 갈등을 느낄수록 사람들은 더욱 덜 권한 위임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광섭 (1998)
은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도전성, 업무의 중요성, 직무의 자율성, 업무 파악성이 조직 몰입에 
예측 변인으로 작용하다는 것을 보였다.
   조직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이 조직 몰입을 설명하는 예측치가 될 수 있다. 조직이 자신에
게 지지적이라는 지각은 조직에 대한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조직의 정체성을 높인다 
(Eisenberger & Stinglhamber, 2011; Sluss, Klimchak & Holmes, 2008). 해외 주재원들
에 대한 연구로서, Agngle & Perry (1983)는 조직이 자신에게 지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더
욱 조직 몰입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Foler와 Knovsky (1989)의 연구에서 절차 공정성은 
조직 몰입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윤대혁 (1999)은 승진, 보상,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격 변인 중에서 통제의 소재, 자기 효능감, 특성 5요인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알려져 있다. Spector (1982)는 통제의 내적 소재를 하는 사람들이 외적 소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직을 더욱 존중하고 일에 대해 만족한다고 주장한다. Loscocco와 
Roschelle (1991)는 그들의 연구에서 통제의 소재가 조직 몰입과 관련있다는 것을 보였다. 
Mathieu와 Zajac (1990)는 자기 효능감이 감정적 조직 몰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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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했다. Erdhein, Wang 및 Zickar (2006)는 자동차 제조회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외향성이 감정적 몰입 및 규범적 몰입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계속적 몰입과 부적인 
상관이 있고, 성실성이 계속적 몰입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계속적 몰
입, 우호성이 규범적 몰입과 관련있음을 밝혔다.  

다. 경력 몰입과 예측 변인

최근 조직은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조직화, 다
운사이징 등의 조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져 
감에 따라서 경력과 경력 몰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Blau (1985)는 숙련을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직무의 총체로서 경력을 설명한다. Arthur, Hall 및 
Lawrence (1989)는 시간에 흘러가면서 개인이 가지는 직업 경험으로서 경력을 정의한다. 경
력 몰입에 대한 정의로서, Hall (1971)은 자신의 직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로 개념화하였
다. Balu는 개인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이는 직무 몰입이나 조직 몰입과 구
분되는 개념이다. 경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념에 기초해서, Carson과 Bedian (1994)은 
경력 몰입이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첫 요소는 개발 욕구를 명확히 하고 경
력 목표를 세우는 경력 계획, 둘째는 개인의 경력에 정서적 동화가 되는 경력 정체성, 셋째는 
경력 개발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력 탄력성이다 (이상진 & 이희수, 
2009). 
   경력 몰입을 예측하는 요소로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 하나인 성별은 경력 몰입과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hop & Solomon, 1989; Colarelli & Bishop, 1990). 근무 연
수와 교육 수준도 경력 몰입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u, 1985; Carson 
& Bedeian, 1994; Cherniss, 1991). 결혼 여부와 관련한 연구에 미혼이 기혼보다 더욱 경력 
몰입이 높았다 (Blau, 1985; Cherniss, 1991).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 몰입이 높
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Cherniss, 1991; Carson & Bedeian, 1994).
   환경적 요인인 회사 규모는 선행 연구에서 경력 몰입과 관련이 없었다 (Scheroeder & 
Imdieke, 1977). Scheroeder와 Imdieke (1977)는 회계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직 충성도
를 연구했는데, 회사 규모가 경력 몰입과 관련이 없었다. 조직 특성을 나타내는 직업의 전문
성과 관련해서, Wallace (1955)는 전문성이 경력 몰입과 관련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그
의 연구에서 비전문 조직 변호사보다 전문 조직 변호사들이 더욱 경력 몰입이 높았다. 환경적 
측면에서 역할 갈등은 경력 몰입과 관련된다. 선행 연구에서 역할이 모호할수록 경력 몰입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Blau, 1985). 국내의 장재윤 (1996)은 연구 개발자들 대상의 연구에서 
조직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며 역할 갈등이 낮고 동료와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경력 몰입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조직 외의 환경으로서 배우자의 지지는 경력 
몰입의 선행 변인으로 밝혀졌다 (Aryee & Tan, 1992).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개인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제의 소재, 
성장 욕구,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 수행되었다. 첫째, 종업원들의 통제의 소재
가 내적일수록 경력 몰입이 높다 (Colarelli & Bishop, 1990).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Gould 
(1979)의 연구에서도 통제의 소재가 내적일수록 더욱 경력 몰입이 높았다. 둘째, 직무를 통해 
자기 개발을 시키려는 성장 요구가 경력 몰입과 관련된다. Scandur와 Graen (1986)에 따르
면, 조직에서 성장욕구는 새로운 학습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도전 의식을 발휘하려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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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바람이다. Blau는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 경력 몰입이 높다는 것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인갑 (2005)의 연구에서도 성장 욕구가 경력 몰입
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자기 존중감과 경력 몰입이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 (Could, 1979). 
Carson, Lanford & Roe (1997)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경력 
몰입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천보영, 이희성, 및 박성민 (2012)이 대기업 종업을 
대상으로 자기 존중감과 경력 몰입이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넷째, 자기 효능감도 
경력 몰입과 상관이 있다. 즉,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 효
능감 또한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Cherniss, 1991). Cherniss (1991)에 따르면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경력 몰입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
서 경력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이하섭 (2011)은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경력 몰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라. 이직 의도와 예측 변인

이직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교육한 종업원이 경우에 회사에 재정적인 손실을 가할 수 있고 회
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 회사에 지원하려는 후보자들이 줄 수 있다 
(Highhouse & Hoffman, 2001). 이러한 이유에서 회사에서 이직을 줄이려고 하고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들의 관심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되었다. Price (1977)는 이직을 “한 사회
적 시스템의 구성원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Mobley (1982)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끝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학
자들은 이직을 자발적 이직 대 비자발적 이직 (박경규, 2002), 최적 이직 대 역기능 이직 
(Abelson & Baysinger, 1984), 회피 가능 이직 대 회피 불가능 이직 (정민숙, 1998)으로 구
분한다. 자발적 이직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임신, 육아, 학업 등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
을 말하며 비자발적 이직은 구조조정이나 정리 해고와 같이 회사가 강제로 종업원을 떠나보내
는 것이다. 최적 이직은 성과가 좋지 못한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며 역기능 이직은 회
사에 유익한 고성과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회피 가능 이직은 조직의 노력으로 이직시
키지 않을 수 있지만 이직하는 경우이고 회피 불가능 이직은 종업원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직하는 것이다. 
   Mobley (1977)는 그의 이직 연구모형에서 이직 의도와 이직을 구분하였다. 이직은 실제적
으로 회사를 떠난 상태이고 이직 의도는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회사를 떠나려는 의
도가 높은 상태를 말한다. 이직 의도는 이직과 관련성이 높다 (Mobley, 1977). 이는 사회 심
리학의 논쟁 중에 하나인 태도와 행동이 일치성에 대한 논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
업이 염두하는 이직 의도라는 태도는 이직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Fishbein & Ajen, 1975). Steel과 Ovalle (1984)는 경험적 연구에서 종업원들의 이직 의도
와 의직 간의 상관이 .50였는데, 이는 이직 의도가 이직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 변
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자발적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 태도, 행동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Parasurman, 1982). 첫째, 개인적 특성이 종업의 개인적 특성이 
의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있다. 나이와 조직에서 근무 연수 (Mobley, Horner, & 
Hollingsworth, 1978; Porter et al, 1974; Price, 1977) 및 성차와 교육 수준 (Munchinsky 
& Tuttle, 1979)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기질적으로 불안해하는 특성 불안이 이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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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실제적 이직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ernardin, 1977). 경험적인 선행 연구
들은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Hom and Griffeth, 
1995; Mobley, Griffeth, Hand and Meglino, 1979; Salgado, 2002; Steers and Mowday, 
1981; Zimmerman, 2008). 성격의 특성 요인 중에서 외향성 (Salgado, 2002)과 우호성 
(Salgado, 2002; Zimmerman, 2008), 성실성 (Zimmerman, 2008), 경험에 대한 개방성 
(Barrick and Mount, 1991; Salgado, 2002; Zimmerman, 2008)은 이직 의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신경성 (Barrick and Mount, 1991; Salgado, 2002; Zimmerman, 2008)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Jeswani와 Dave (2012)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특성 5
요인과 이직 의도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연구였으며, 그 결과 외향성과 우호성이 이직 의도와 
부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도적 접근으로서, 직업과 조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직무 태도가 이직 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직무 태도,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e.g., Hayes et al., 2006; Parry, 2008; Simon et 
al., 2010; Tourangeau and Cranley, 2006)은 조직 몰입이 이직 의도에 중요한 선행 변인
임을 밝혔다. 최근에 Park, Raymond, Christie 및 Sype (2014)는 노동 조합에 소속된 건설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비교 연구에서 조직 몰입이 이직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밝
혔다. Aryee와 Tan (1992)은 경력 몰입에 대한 이론적 모형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경력 몰
입이 이직 의도를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 태도 
연구와 은행원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에서 경력 몰입과 이직의도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Blau, 1985, 1989). 국내에서는 4년 차 이상의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 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경력 몰입이 이직 의도를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전인갑, 2005). 
이 밖에도 국내 연구에서 경력 몰입이 이직 의도에 부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
가 있다 (이기은, 2000).  
   셋째, 행동적 접근으로서 직무 행동과 이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직무 행동과 관련된 대
표적인 변인이 결근이다. 어떤 연구자들 (March & Simon, 1958)은 결근이 이직과 관련 없
다고 보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 (Rice & Trist, 1952; Hill & Trist, 1955)은 그것이 이직의 
다른 형태로 간주한다. 대안적인 관점에서 Herzber, Mausner, Peterson 및 Capwell (1957)
은 결근을 이직의 전조적인 지표라고 간주한다. Owens와 Schoenfeldt (1979)는 전 직장의 
근무 기간이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예측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았고 Mathieu와 Zajac (1990)
는 이직 경험이 많을수록 이직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어 현재 직장에서도 이직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업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
술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일한다. 이러한 노력은 다시 새로운 지식/기술의 획득과 자기효능감
의 증가하는 발판이 된다 (Walker, Tracey, 2012). 자신의 미래에 가질게 될 경력이 가치있
고 많은 기회가 지각하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기술을 쌓기 위해
서 노력할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으로 인해서 직업과 관련된 경력이 숙련될수록 더욱 직
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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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조직 몰입을 예측할 것으로 믿는다. 종업원들이 현재 일하
고 있는 직장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지식/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에 좋
은 환경이라고 간주한다면, 미래시간 조망이 조직 몰입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Bedeian, 
Kemery, & Pizzolatto, 1991).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동료나 상
사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에 몰입하는 것은 다음 경력 단계로 옮
기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조직에 몰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 사
람들은 종종 동일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직을 옮기기도 하지만, 같은 조직안에서 그들의 
경력 목표를 바꾸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현재 직장이 평생 직장으로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직보다 그들의 경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에 초점을 맞
추는 쾌락적인 개인들과는 달리, 경력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개인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목표
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상
상하는 활동을 한다 (Nuttin & Lens, 1985).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경력과 관련될 경우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개인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경력 목표에 더욱 강하게 몰입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경력 몰입이 조직 몰입 및 경력 몰입을 통해서 이직 의도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조직 몰입, 경력 몰입과 같은 직무 태도 변인들이 유의
하게 이직 의도를 예측한다고 경험적인 연구에서 밝혀졌다. 간호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 
(Hayes et al., 2006; Parry, 2008; Simon et al., 2010; Tourangeau & Cranley, 2006)과 
건설 회사 종업원들 (Park, Raymond, Christie, & Sype, 2014)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몰입
이 이직 의도에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다. Aryee와 Tan (1992)은 경력 몰입이 부적
으로 이직 의도를 예측하다는 것을 그들의 모형에서 검증했다. 간호사의 직무 태도와 은행원
들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도 경력 몰입과 이직 의도의 관계를 지지했다 (Blau, 1985, 1989). 
앞서 논의하였듯이, 미래지향적인 종업원은 더욱 그들의 경력과 조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
을 통해서 이직 의도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본다.

(3)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개발활동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경력 
탐색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심리학적인 의의를 가진다. 경력 행동은 경력 탐색행동, 경력 개발활동, 경력 계획, 주도
적인 경력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경력 계획은 경력 행동 중에서 태도적인 측면
이 있고 주도적인 경력행동은 성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력 행동을 더욱 직접적으로 다
룬다고 볼 수 있는 경력 탐색행동과 경력 개발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1)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탐색행동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개발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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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탐색행동

경력 탐색행동은 결정한 경력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데 구
체적인 행위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Jordaan, 1963; Stumf, Colarelli & Hartman, 
1983; 성희진, 2012). Jordan (1963)은 직업적 탐색행동 (vocational exploratory behavior)
을 자기 자신이나 주위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목적과 기대로 심신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Blau (1994)는 경력 탐색행동을 준비적 경력 탐색행동과 활동
적 경력 탐색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준비적 경력 탐색행동은 책, 신문과 같은 여러 가지 경로
를 통해 자신의 취업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고 활동적 직업 탐색은 학교의 취업지원센타와 같
은 곳에 가서 원하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원서를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Pitz & 
Harren, 1980; Peterson, Sampson, Reardon & Lenz, 1996; 이지영, 장재윤 & 김명언, 
2005). 
   경력 탐색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Saks & Ashforth (2002)는 경
력탐색 강도가 취업 가능성과 직장을 갖는 속도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
다. 이지영, 장재윤, 및 김명언 (2005)은 국내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 탐색행동이 경력 미결정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구직 성과 변인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
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Stumf와 Lockhart (1987)은 탐색활동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업에 대한 탐색과 정보 수집의 탐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Rogers, Creed 및 
Glendon (200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격 변인이 경력 계획과 탐색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탐색행동과 정적인 관
계가 있음을 보였다. Creed, Patton 및 Prideaux (2007)는 고등학교 8학년에서 10학년까지
의 종단적 연구에서 경력 지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효능감, 자존감이 경력 탐색행동
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에서 이보람 (2013)은 전문대학교 학
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 리더십이 높을수록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경력 탐색행동은 자기 효능감이나 자신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수
록 직업에 대한 다양한 탐색활동을 한다 (이보람, 2013). 앞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접
근으로서 낙관성을 다룰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욱 낙관적으
로 기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장
기적인 목표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상상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Nuttin & Lens, 1985). 특히,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경력과 관련될 경우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개인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경력 목표
를 이루거나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경력을 쌓아가기 위해 활발하게 경력 탐색행동을 할 것이
다. 

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개발활동

경력 개발활동은 조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경력 개발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조직적 
차원으로서, Sonnefeld (1985)는 경력 개발과 조직의 인사 시스템을 연결하여 경력 개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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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과 조직이 투입하는 경력 입력물과 그 결과로 생기는 경력 산출물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경력 개발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력 분야 연구자들 (Marko & Savickas, 1998; Ringle & Savickas, 1983; Savickas, 
1991)은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개발활동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usman과 Lens 
(1999)는 미래시간 조망을 인지 차원과 정서 혹은 동기적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 인지적 차원
은 시간을 얼마나 길게 잡느냐의 측면이고 정서 혹은 동기적 차원은 미래에 대해 정서적으로 
얼마나 유인가를 가지는가의 문제인데, 이 두 차원 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Trommsdorff, 
1983). 미래시간 조망은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와 기대를 수립하며 수행을 동기화하고 모니터
링한다 (Husman & Shell, 2008). Koivisto, Vuori 및 Nykyri (2007)는 경력 개발활동에서, 
직무와 관련된 목표 설정과 관련있는 것을 준비하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서 경력 관리 활동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였다. 직무와 관련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점은 
Savickas가 제안한 미래시간 조망의 지각된 도구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미래시
간 조망의 연결성 차원이 경력 관리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직무나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경력 관련 네트워킹이라 한다 (Forret & Dougherty, 2001). 선행 연구들은 
경력 관련 네트워킹 행동이 승진 횟수, 연봉, 지각된 경력 성공과 정적인 상관은 보인다는 결
과를 얻었다 (Forret & Dougherty, 2004). Eby 등 (2003)은 네트워킹 행동과 주관적인 경력 
성공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조직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을 저지할 경우 여성과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의 경력을 진척시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경험적인 연구도 있다 (Bell & Nkomo, 2001). 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경력 네트워킹 행동
이 경력 개발활동에 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readway 등 (2010)은 도매상에서 일하는 관
리자급 지원을 대상으로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관련 네트워킹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
는 연구를 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로서, 낮은 미래시간 조망을 가진 사람들에 비교해서 미래
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경력 관련 네트워킹 행동을 많이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들은 도구적으로 미래의 목표에 지향된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넓은 네트워킹을 하도록 동기화 시킨다고 논의했다. 

 Stahl Patrick (2011)은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Carstensen, Isaacowitz, & Charels, 1999)과 미
래시간 조망이 신체적 활동과 관련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회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목표와 행동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 이를 비추어 보자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수준에 따라서 경력개발활동과 같이 현재 활동하는 정
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이주일 (2013)은 노년의 시간 조망에서 개인차가 날 수 있고 현재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성격 요
소인 안전 애착 및 개방성이 목표 추구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예측하는 관계
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매개하였다. 또한. 박인조와 이주일 (2014)의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중장
년 층의 종업원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경력 개발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개발활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다. Stahl과 Patrick (2011)은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Carstensen, Isaacowitz, & Charels, 
1999)과 미래시간 조망이 신체적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회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목표와 행
동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하자면,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 27 -

나 남았는지에 대한 지각이 경력 개발활동과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Strauss, Griffin 및 Parker (2012)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주
도적 경력 행동 척도를 타당화하여 미래 일에 대한 자기 명확성의 관련성을 탐색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미래시간 조망의 특정한 영역인 미래 일에 대한 자기 명확성이 경력 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했다. 이는 앞서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뿐만 아니라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
과 경력 행동에 정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 활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 활동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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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측정 도구와 프로그램 개관

본 연구 목적 중에 하나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
간과 관련된 측정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관하고 각각의 척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논의
하여,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에 이론적인 배경으로 적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문 연구와 교육 처치를 통한 실험 연구
를 실시할 것이다. 교육 처치를 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고 내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시간 조망과 관련된 선행 프로그램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이 섹
션에서는 (1) 미래시간 조망의 측정 도구, (2) 미래시간 조망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다.    

(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측정 도구

미래시간과 관련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 Zimbardo (1997)의 짐
바르도 시간 조망 검사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PTI)가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안되어 타당
성이 입증되었다. 국내에서는 오정아 (2010)가 Zimbardo (2008)의 저서인 ‘타임 패러독스 
(The time paradox)를 옮긴 책에 수록되어 있고 김범준 (2014)이 시간관과 행복에 대한 연
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Zimbardo (1997)의 척도는 과거 긍정적 시간 조망, 현재 숙명론적 
시간 조망, 현재 쾌락적 시간 조망, 미래 지향적 시간 조망, 초월적 미래 지향적 시간 조망의 
6가지 하위 요인의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미래 지향적 시간 조망
은 13문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아침 반드시 그날의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와 같은 문항이 들어있다. Zimbardo 척도의 장점은 과거, 현재, 미래
로 나누어서 전 시간대에 걸쳐서 시간 조망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척도는 
건강, 성격, 조직 행동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단점은 현재에서 미래까지 아
우르려다 보니, 미래시간 조망에 대해서 단차원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래시간 조망
을 다소 단순화 한 경향이 있다.  
   둘째, Steinberg 등 (2009)이 개발한 미래 지향성 (Future orienation)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시간 조망 (time perspective), 미래 결과의 예측 (anticipation of future 
consequence), 미리 계획하기 (planning ahead)의 세 하위 요인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청소년 심리 사회 발달의 전문가들이 문항을 만들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
당화하였다. 시간 조망 요인에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취하는 것보
다 현재에 행복해지려 한다”, 미래 결과의 예측 요인에는 “어떤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
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좋고 나쁜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미래 계획하기 
요인에는 “어떤 사람들은 일들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Steinberg의 척도는 Zimbardo가 미래 시간에 대해 단차원으로 본 것
과는 달리 다차원으로 본 것은 장점이다. 즉, 미래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개념화하여 
미래와 관련된 연구에 심도있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척도 문항들을 타자화 시켰다
는 점이다. 자신 자신의 태도를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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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타자화하였다. 타자화된 태도가 자기 자신의 태도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셋째, Husmann과 Shell (2001)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De Volder와 
Lens (1982)이 제안한 유인가와 연결성 개념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척도는 유인가와 연결성
의 두 요인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성은 “나는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
다”, 유인가는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들을 각각 포함
하고 있다. 이 척도의 장점은 주로 두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25 문항이나 사용함으로써 세
밀하게 두 차원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경력과 관
련된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경력 영역의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단점은 미
래시간 조망이 유인가와 연결성 외에 다른 차원은 고려될 수 없는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후 논의할 Lang가 Carstensen은 기회를 중요하게 보았는데 이는 유인가나 연결성 
차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구성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Lang과 Carstensen (2002)은 단일 차원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
은 미래시간 조망이 인지-동기적 측면을 지니고 나이와 관련있는 구성 개념임을 강조했다 
(Zacher & Frese, 2009).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
을 정도로 내 삶에는 많은 시간이 있다”, “나는 앞으로 많은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김민희 (2008)의 노인 지혜 연구, 오은혜와 
탁진국 (2012)의 경력계획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주일 (2013)의 애착, 5요
인 성격과 생산적 노년의 미래시간 조망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박인조와 이주일 (2014)의 중장
년의 경력 성공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반재곤 (2014)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척
도는 김민희 (2008)가 번안하여 연구에 사용한 이후로 국내에서 제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다. 이 척도가 가지는 장점은 시간 흐름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됨으로써 주로 노년이나 발달 
관점의 연구에서 잘 활용될 수 있고 10문항이라는 짧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
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Husman과 Shell의 척도가 가진 단점과 유사
하게 시간의 흐름이나 기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래시간을 단순화하였다. 그래서 이 척도 
또한 구성 타당도를 의심해볼 수 있다. 
   여섯째, Zacher와 Ferese (2009)는 직업 미래시간 조망 척도 (Occupational future 
time perspective scale)를 개발하였다. Bandura (1977)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과제 특수
적 효능감들이 구분에서 앞서 언급한 척도들은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이 척도는 직업이라는 구체적 시간 조망을 평가하는 것으로 과제 특수성을 보는 것과 비슷하
다. Zacher와 Frese (2009)는 Lang과 Carstensen (2002)이 척도에 기반해서 만들었는데 이
들은 각각 문항에서 직업적 (Occupational)이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서 완성하였다. 예컨대, 
“새로운 직업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에는 많은 시간이 있다”를 참고하여 “나는 
앞으로 많은 새로운 직업적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문항을 만들었다. 이 척도가 가지
는 장점은 최초로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을 측정하였다는데 있다. 미래시간 조망을 일
반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직업과 관련된 연구를 밀도있게 
할 수 있다. 단점은 척도의 근간이 Lang과 Carstensen의 척도이다 보니, 구성 타당도의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성
이 있다.   
   본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미래에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고 성공하는데 있어서 많
은 기회가 있다고 여기고, 미래에 갖게될 경력을 가치롭게 평가하며, 현재하는 활동이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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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
망의 개념화에서 Lang과 Carstensen (2006)은 ‘기회’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구성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기회’라
고 전제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는 개인이 미래에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Husman과 Shell (2001)은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을 ‘유인가’와 ‘연결성’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
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과 유인가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는 개인이 추구하거나 가지게 될 미래의 경력이 가치롭다고 여기
는 것이다. 또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은 현재하는 개인의 활동이 미래에 본인이 갖
추게 될 경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경
력 기회, 경력 유인가, 및 경력 연결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증진 프로그램

미래시간 조망이 개인의 삶과 경력 의사결정 및 개발활동, 직무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증진시키려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김병숙과 
정태욱 (2005)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경력에 대한 미래시간 조망 개입은 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목표와 연결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훈련시킴으로서 경력 선택과 조정에 요구되는 계획과 기술을 개발
시킨다. Anuszkiewicz (1983)은 경력 처치를 통해서 미래시간 조망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였
다.  Marko와 Savickas (1998)는 이 프로그램이 37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
으며 비싼 교육 재료를 사용하고 시간 조망을 간접적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직업 상담을 하
는 카운셀러가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나 가격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Savickas (1991)는 시간 조망 수정 개입 (The Perspective Modification Intervention, 
TPMI)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지향 (orientation), 분화 (differentiation), 통합 (integration)
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향 단계는 미래 지향성을 자극하거나 높이고 미래에 대해 긍정
성을 생각하도록 한다. 분화 단계에서는 개인의 목표 설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
한 불안을 감소시킨다. 통합 단계에서는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고 
계획 기술을 실습시키며 경력 자각을 높여준다. Marko와 Savickas (1998)는 고등학교 3학년
과 전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TPMI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설계하여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한 회기에 40
분이 걸렸고 총 2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미래 지향성
이 뚜렷하게 증가했고 미래에 대해 긍정성이 높아졌으며 경력 계획에 대한 태도도 좋아졌다. 
   국내에서는 반재곤 (2014)이 미래시간 조망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의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기부터 4회기까지는 각각 2
시간 동안 워크샵 형태로 진행되고 5회기는 8시간의 심포지움으로 진행되었다. 1회기는 미래
경력자서전 (Rehfuss, 2009)과 같은 활동을 하며 자신의 미래 경력에 대해 점검하게 했다. 2
회기는 자신의 미래상을 형성하고 미래 목표를 설정하도록 구성되었다. 3회기는 현재와 미래
의 목표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고 고무되도록 하였다. 4회기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탐색하고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5회기에는 참가
들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발표함으로서 실천을 동기부여시켰다. 사전과 사후의 개인내 설계를 



- 31 -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Savickas (1991)의 미래시간 조망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Lang과 Carstensen (2002)의 미래시간 조망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또한, 사전 검사에 비해 프로그램을 개입시킨 후의 사후 검사 때, 경력 의사결정 효능감과 
경력 성숙도가 높아졌으며 경력 미결정이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증진 프로그램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세 차원에 근거
해서 만들 계획이다. 즉, 경력 미래시간조망의 기회, 유인가, 연결성의 세 요인에 기반해서 세 
개의 모듈을 구성하고 각각의 모듈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3차수에 걸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훈련이 90분 간 각각의 모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프
로그램의 운영은 강사의 강의, 동영상 시청 후 조별 토론, 개인 활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
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를 고취시키는 ‘기회’ 모듈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앞으로 본인에게 경력 상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다. 강의를 통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경력 미
래시간 조망이 높은 인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고 주인공의 성공 요인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리하고 조별로 토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개인 활동으로써, 
Cotle (1967)의 원그리기 검사를 활용하여, 경력 기회에 대한 조망을 확장시키도록 구성할 것
이다. 모듈 후반부에 강사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여 참
가자들의 경력 기회에 대한 태도를 높일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를 높이기 위한, ‘유인가’ 모듈에서는 경력 미래시간의 유인가
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미래경력의 가치를 높에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프로그램이 구성할 것이다. 강사가 강의하는 레슨에서 미래 경력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그들의 장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개인과 조별 활
동으로써 경력 가치 나무 그리기로 하여서 앞으로 경력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개
인별 활동을 하게 할 것이다. 또한, 10년 후에 경력 가치를 높게 만든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
를 쓰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읽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내적으로 다지게 할 것이다. 모듈 말미에 강사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를 높이는 방법
에 대해서 강의하여 참가자들의 경력 유인가에 대한 태도를 높일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결성’ 모듈에서는 참가자들이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의 연결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 활동과 미래 경력이 연결되는 활동하도록 프로그램
을 구성할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연결성의 심리적 작용과 잇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포함시킬 것이다. 경력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염두하여 이 모듈을 만들 것이고, 참
가자들이 경력과 관련하여 1년, 3년, 5년, 10년, 20년 단위로 각각의 구체적인 목표, 필수 준
비 사항, 장애 요소, 개괄적인 실천 계획을 정리하게 하는 활동을 하게 설계할 것이다. 계획한 
경력 계획을 교육이 끝난 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레슨을 넣을 것이다. 즉, 참가자 각
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일주일에 1번 이상 
알람으로 설정하게 하고 그 시간에 경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라는 메시지를 받도록 핸드폰을 
조작하는 활동을 하게 할 것이다. 모듈 후반부에 강사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을 높이
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여 참가자들의 경력 연결성에 대한 태도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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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1.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선행 연구들 (Husman & Shell, 2001; Lang & Carstensen, 2002)에서 미래시간 조망은 모
든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관점이다. 본 연구자는 영역에 따라서 미래시간 조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서 영역 특정적인 자
기효능감을 구분하여 개념화하여 연구했다. 예컨대, 심리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음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심리학 영역과 음악 영역 특정성을 구분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시
간 조망에서도 이와 같이 일반적인 조망에서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가 가지는 문제 제기와 비슷한 관점에서, Zacher와 Frese (2009)는 미래시간 조
망이 일반적인 것에서 직업 영역에 특정적인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직업
에 국한된 미래시간인 ‘직업 미래시간 조망 (Occupational future time perspective)’ 척도
를 개발하여 연구하였다. 이 척도는 Lang과 Carstensen (2006)의 척도에 기반하여 두 개의 
하위 요인인 ‘기회’와 ‘남은 시간’에 따라서 문항들을 만들고 타당화 했다. 직업 미래시간 조
망이 높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서론에서 논의하였듯이, Zacher와 Frese의 척도
가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이지만 종업원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으로부터 영역 특정화된 미래시간 조망을 구
분하되 조직 심리학에서 여러 계층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개념을 제안하고
자 한다. 
   연구 1에서는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으로부터 영역 특정화된 미래시간 조망인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을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개인의 현재하는 활동이 경력에 얼
마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고 미래의 경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의 경력에서 얼마나 기회
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Husamn과 Shell (2001)
의 연결성과 유인가 차원에 기반을 둔 ‘연결성’과 ‘유인가’, 그리고 Zacher와 Frese (2009)의 
기회 차원에 기반한 ‘기회’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력 연결성은 미래
의 경력 관련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활동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고 경력 유인가는 미래
에 이룰 수 있는 경력 관련 목표들을 가치롭게 여기는가 이며 경력 기회는 앞으로의 경력에 
대해 성공하거나 새로운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해당한다.
   본 연구 1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Rasch 평정 모형 검증으로 타당도를 확보
할 것이고 검사-재검사를 통해서 안정된 신뢰도를 제시하여 척도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객
관성을 보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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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1-1. 문항 개발과 구성 타당도: 요인 분석과 Rasch 평정 모형 적용

연구 1-1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고 제작된 문항의 구성 타당
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첫째, 예비 문항 제작을 위해서 잠정적
인 요인을 결정하고 요인에 따라서 문항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
해서 요인 구조를 탐색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
째, Rasch 평정 모형으로 각 문항의 구성 타당도를 더욱 면밀히 검토했다. 

Rasch 평정 모형

최근 들어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에 문항 반응이론을 적용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Tracey (2013)는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에 단축형 개
인적 글로버 목록 (Personal Globe Inventory)을 문항 반응이론을 적용하여 타당화하였고 
Miguel, Silva, 및 Prieto (2013)는 단축형 경력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Rasch 평정 모
형을 적용하여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Rasch 평정 모형은 문항이 많지 않은 단축형 척
도를 타당화할 수 있는 것과 전통적인 문항 반응이론이 많은 표본이 필요하는 것과는 달리 
300명 정도로도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Rasch 평정 모형은 점이연 상관계수 (point-biserial correlation)와 적합도 지수를 통해
서 검사 내용에 기초한 타당도를 평가한다 (설현수, 2009). 검사내용에 기초한 타당도는 문항
이 특정 구인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고 개별 문항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한다 (박
혜숙, 2013). Rasch 평정 모형에서 점이연 상관계수는 개별 문항의 응답 점수와 전체 평정자 
측정치간의 상관계수이다. 평정 모형에서 적합도 지수는 평정자의 응답 반응과 모형에 의해 
기대되는 확률 값을 비교하여 문항과 응답반응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Bond & Fox, 2007). 
적합도 지수는 내적 적합도 (Infit)와 외적 적합도 (Outfit)가 있다. 외적 적합도 지수는 평정자
의 능력에 비하여 너무 쉬운 문항을 틀리거나 너무 어려운 문항을 맞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
적이지 않은 반응형태에 민감하고 내적 적합도 지수는 피험자의 능력 수준 가까이의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Wright & Master, 1982).   
   Rasch 모형의 한 유형인 평정 척도 모형은 다분문항 (polytomous item)에 맞게 구성되
었으며 아래와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RSM, Wright & Masters, 1982):

log [Pjnk/Pjn(k-1)] – Bj – Dn – Fk  

여기서 Pjnk는 평정자 j가 문항 n의 k범주에 반응할 확률이고 Pjn(k-1)는 평정자 j가 문항 n의 
k-1범주에 반응할 확률이다. Bj는 평정자 j의 평가에서 특성이고 Dn은 문항 n의 곤란도 
(difficulty)이며 Fk는 k범주에 상대적으로 k-1범주에서 단계상의 곤란도이다. 평정척도 모형에
서 평정자의 능력은 심리적 특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문항의 곤란도는 어떤 문항에 동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경우에 높은 평정자의 능력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문항의 곤란도는 문항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문항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식에서, 문항 곤란도에 비교해서 개인의 능력이 높음
을 의미하는 Bj – Dn의 값이 크질수록 평정자가 문항에 동의하는 확률이 비선형곡선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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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1) 예비 문항 개발

1차 조사: 본 연구자는 미래시간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다. Zimbardo (1997)의 시간관 척도, Lang과 Carstensen (1994)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 Husman과 Shell (2001)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 Savickas (1991)의 미
래시간 조망 척도, Steinberg 등 (2009)의 미래 지향성 척도, Zacher와 Frese (2009)의 직업 
미래시간 조망 척도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척도들에 대해서 검토한 후 연구자는 경
력 미래시간 조망을 측정하는 것이 ‘기회’, ‘유인가’, ‘연결성’의 구성 개념하에서 문항을 만드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차 조사: 본 연구자는 2차 조사에서 Husman과 Shell (2001)의 ‘유인가’ 요인과 ‘연결성’ 
요인에 포함된 문항과 Lang과 Carstensen (1994)의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면밀히 검토하
였다. 두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이 일반적인 시간 조망을 묻는 문항과 경력과 관련된 문항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척도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평가하는 문항을 만들되 경력이라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문항을 
제작하였다. 
   Lang과 Carstensen의 척도에 있는 “내 미래에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문항을 참
조하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요인에 들어갈 “앞으로 나의 미래 경력에서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문항을 만들었고 “내 미래에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를 참조하여 “나의 
미래 경력은 가능성들로 가득차 있다” 문항을 만들었다. 경력 성공과 관련된 기회를 Lang과 
Carstensen의 척도에서 참조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나의 미래 경력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
다” 문항을 만들었다. 
   Husman과 Shell의 유인가 문항 중에서 “미래에 얻게 되는 것보다 현재 얻는 것이 더 중
요하다”를 참조하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에 들어갈 문항인, “내게는 앞으로 이루어나
갈 경력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를 제작했고, “5년 또는 10년 안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와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를 참조하여 “나는 미래 지향적인 경력 목표를 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를 만들었으며, “미래에 일어날 기쁨보다 현재 즉각적인 기쁨이 
더 중요하다”와 “내가 현재 느끼는 것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더 중요하다”를 참조하여 “나
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보다 미래 경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문항을 제작했다.
   Husman과 Shell의 연결성 요인의 문항 중에서 “현재하는 일은 미래의 안정을 위한 작은 
단계이다”와 “미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한다”를 참조하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에 들어가 “나는 미래의 경력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문항을 만들었으며, “미래에 대해 너무 고심할 필요가 없다”와 “의사결정을 할 때, 미
래에 일어날 일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를 참조하여 “나는 사람들이 미래의 본인 경력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문항을 제작했다. 또한, 경력 개발활동에 대한 연결성은 이들
의 문항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나는 미래 경력을 위해서 현재 개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문항을 참조 없이 구성했다. 이를 표 1-1-1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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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척도의 문항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문항

기회

<Lang과 Carstensen 척도>

▣내 미래에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 ▣앞으로 나의 미래 경력에서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 미래에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 ▣나의 미래 경력은 가능성들로 가득차 있
다
▣나의 미래 경력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유인가

<Husman과 Shell 척도의 유인가>
▣미래에 얻게 되는 것보다 현재 얻는 것
이 더 중요하다 → ▣내게는 앞으로 이루어나갈 경력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5년 또는 10년 안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
▣나는 미래 지향적인 경력 목표를 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하
다

▣미래에 일어날 기쁨보다 현재 즉각적인 
기쁨이 더 중요하다
▣내가 현재 느끼는 것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더 중요하다

→ ▣나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보다 미래 경
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연결성

<Husman과 Shell 척도의 연결성>
▣현재하는 일은 미래의 안정을 위한 작은 
단계이다
▣미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한 단
계씩 밟아나가야 한다

→ ▣나는 미래의 경력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미래에 대해 너무 고심할 필요가 없다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 ▣나는 사람들이 미래의 본인 경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미래 경력을 위해서 현재 개발활동
을 할 필요가 있다

표 1-1-1.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문항 도출 과정

(2) 방 법

1) 참가자 및 절차

연구 1-1에서는 2개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99명의 대학생이 응답하였다. 이 중에 
남자는 146명 (48.83%)이고 여자는 153명 (51.17.5%)이었으며 결측치는 5명 (1.7%)이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1.67세 (SD = 2.42)였다. 금오공대에서 ‘토목 CAD & GIS’, ‘창의적 
공학설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119명 (39.80%)이었고 경상 대학교에서는  ‘마음의 문제’, 
‘실험설계’, ‘생리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 180명 (60.20%)이었다. 
   연구자가 연구 의도와 설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후, 수업 시간에 설문이 진행되었
다. 설문 방식은 연구자가 미리 웹사이트에 문항들을 입력한 것을 연구 참가자들이 해당 사이
트에 접속하여 평정하는 것이었다. 국내 대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니기에 참가자 본인의 장비로 설문이 수행되었다. 299명 중에서 장비가 없어서 설문에 응답
하지 못한 11명은 수업 과제로 대체하여 집에서 응답하게 했다. 참가자들의 평정을 마친 후, 
연구 목적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오리엔테이션, 설문평정, 연구 목적에 대해 설



- 36 -

명하기까지 총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2) 분석 방법

분 연구에서 SPSS 20.0을 통하여 평행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 상관 관계 분석을 실행했다. 평행분석은 Monte Carelo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확인적 요
인분석은 주축분해법 (Principal axis analysis)과 배리맥스 회전 (Varimax rotation)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AMOS 20.0을 통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확인적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Rasch 평정모형 분석은 WINSTEPS 3.81.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모형에서 문항의 적합
도, 문항 곤란도, 반응 범주가 Rasch 모형의 한 종류인, 평정 척도 모형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Linacre, 2011).  

3) 측정 도구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작한 9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기회, 유인가, 연결
성 각각에서 3문항 씩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기회, 유인가, 연결성, 및 전체합에 대한 내
적 신뢰도는 은 각각 .88 .73 .68 .77이었다. 

(3) 결 과

1) 평행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행분석 (parallel analysi)을 
실시하였다 (Lautenschager, 1989). 그림 1-1-1에 관찰된 아이겐 값 (observed 
eigenvalue)과 추정된 아이겐 값 (estimated eigenvalue)에 대한 스크리 플랏 그래프를 제시
하였다. 그림에서 L자 모향의 파란선은 관찰된 아이겐 값이고 평행한 선 중에 아래 선은 95 
퍼센트 무선자료 아이겐 값이며 위의 평행선은 평균 무선자료 아이겐 값이다. 선이 교차되는 
지점 위의 동그라미의 갯수가 평행분석에 따른 요인의 수효를 제안한다. 따라서, 그림 1-1-1
에서 보이듯이 평행분석에 따르면 척도의 요인이 두 개의 요인이 적절해 보였다. 

    그림 1-1-1. 관찰된 아이겐 값과 추청된 아이겐 값에 대한 스크리 플랏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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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분석에 나온 결과에 기초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다. 즉, 요인의 갯수를 2개로 고정
하고 주축분해법 (principal axis factoring)과 베리맥스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
했다. 그 결과 “1. 나의 미래 경력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2. 앞으로 나의 미래 경력에서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3 나는 미래 경력을 위해서 현재 개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9. 나의 미래 경력은 가능성들로 가득차있다”의 4개 문항이 1요인으로 묶이고 “4 나
는 사람들이 미래의 본인 경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5 나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보다 미래 경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6. 내게는 앞으로 이루어나갈 
경력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7. 나는 미래 지향적인 경력 목표를 정하
는 것이 단기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8. 나는 미래의 경력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가 2요인으로 묶였다. 1요인에서 묶인 1, 2, 9번 문항은 하나로 범
주화하여 ‘기회’로 해석하기 적절했지만 3번 문항은 같이 묶이기에는 의미가 다른 내용으로 
보였다. 2요인에서 5, 6, 7문항은 ‘유인가’로 해석하기 적절하지 나머지 4, 8번을 같이 묶기에
는 의미가 달라보였다.
   2개 요인으로 지정했을 때, 요인을 해석하기 어려운 점과 그림 1-1-1에서 세 번째 요인이 
끊어진 지점이 거의 마지널한 것을 감안하여 요인을 3개로 고정하고 주축분해법과 베리맥스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세 개 추출되었으
며 각 요인에 3문항씩 문항이 포함되었다. 1 요인에는 1, 2, 9번 문항이 포함되었고 2 요인에
는 5, 6, 7번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3 요인에는 3, 4, 8번 문항이 들어갔으며 각각의 고유치는 
3.39, 1.93, 1.0이었다. 전체 변량을 1 요인은 33.30%, 2요인은 16.83%, 3요인은 5.60% 각
각  설명했고 이 세 요인이 전체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55.73%였다. 요인구조에 따른 문항
의 요인부하 계수 값을 표 1-1-2에 제시했다. 특정 문항이 각 요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요
인 부하값이 .35 이상이어야 하는데 (Foyd & Widaman, 1995),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최
소가 .50으로서 이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본 연구에서 1요인으로 나온 것을 ‘기회’ 2요인을 
‘유인가’ 그리고 3요인을 ‘연결성’으로 이름붙일 수 있었다. 기회와 유인가의 상관은 r = .11, 
p > .05이었고 기회와 연결성간의 상관은 r = .44, p < .01이였으며 유인가와 연결성간 상관
은 r = .35, p < .01이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계산하였
다. 기회, 유인가, 연결성, 전체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각각 .88 .73 .68 .77으로서 
수용할만 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위해서, AMOS 20.0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3요인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타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NFI, CFI, TLI는 .90보다 같거나 커야 하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8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적절성을 보여야 한다 (Hu & Bentler, 1999). 또한, 
모형에 대한 검증으로 2 검증에 대한 통계치는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
는 2 (24, N = 299) = 73.15, p < .01, NFI = .93, CFI = .95, TLI = .90, RMSEA = .08을 
나타내었다. 절대적 및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만 하지만, 2 검증에 대한 통계치는 유
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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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요인
기회

2요인
유인가

3요인
연결성

2. 앞으로 나의 미래 경력에서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1. 나의 미래 경력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9. 나의 미래 경력은 가능성들로 가득차있다.
6. 내게는 앞으로 이루어나갈 경력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5. 나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보다 미래 경력을 위해서 사    
 는 것이 더 필요하다.
7. 나는 미래 지향적인 경력 목표를 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4 나는 사람들이 미래의 본인 경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8. 나는 미래의 경력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씩 나아가    
 야 한다. 
3 나는 미래 경력을 위해서 현재 개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88

.83

.72

.02

-.06

.11

.10

.26

.24

.02
-.02
.10

.74

.68

.62

.24

.33

.03

.23

.11

.33

.20

.08

.14

.67

.61

.50

표 1-1-2.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 값 (N=299) 

3) Rasch 평정모형 분석

Rasch 평정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한 통계치를 표 1-1-3에 제시하였다. 9개 문항에 대한 문항 
곤란도 분포는 -.46부터 .59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다섯 문항은 <0 (쉬운 문항)이였고 네 문
항은 >0 (어려운 문항)이었다. 8번 문항, “나는 미래의 경력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씩 나
아가야 한다”가 .46으로 가장 쉬운 문항이고 6번 문항, “내게는 앞으로 이루어나갈 경력이 지
금 유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가 .59로 가장 어려운 문항이다. 9개 항목에 대한 문
항 특성 곡선 (Item characteristic curve)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곡선이 X축의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항 곤란도가 높은 것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낮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적합도 (fit)는 전체 문항에서 불필요한 문항과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Wright & 
Linacre, 1994). 적합도 지수는 문항에 대한 평정자의 실제적인 반응과 Rasch 평정모형의 
기대되는 확률과 비교함으로서 계산되어지며 구성타당도의 개념으로 여겨진다 (Bond & Fox, 
2007).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적적합도 (infit)과 외적적합도
(outfit)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Wright & Master, 1982). 판별 기준은 지수가 1.0이면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만약 .5와 1.5 사이라면 받아들일만한 적합도를 가졌다고 간주된다 (박혜
숙,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9개 문항에 대한 적합도 통계치가 .62에서 1.45 사이에 분포했
다. 따라서, 모든 문항들이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고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
도가 구성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Rasch 평정모형에서 내용 타당도는 점이연 상관 (point measure correlation) 점수를 통
해서 확보한다. Rasch 모형에서 점이연 상관은 각 문항에 대한 평정자의 반응들이 평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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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SQ
문항 번호 Infit Outfit 문항 곤란도 S.E. 점이연 상관

1
2
3
4
5
6
7
8
9

1.04
.91
1.02
.80
1.40
1.11
1.09
.64
.84

1.08
.91
1.03
.82
1.45
1.13
1.09
.62
.83

.03
-.16
-.96
-.56
1.11
.59
.52
-.46
-.11

.06

.06

.07

.06

.05

.06

.06

.06

.06

.56

.62

.48

.56

.51

.59

.58

.66

.67

의 능력 추정치 (ability estimate)와 상관 정도를 보여준다. 내용 타당도를 확증하기 위해서
는 점이연 상관 점수는 ≥.3 (Bond & Fox, 2007; Linacre, 2011) 이어야한다. 점이연 상관
은 척도의 잠재적 구조 (latent construct)에 분포하지 않는 문제있는 문항을 찾는데 유용하
다 (Guiberson & Rodriguez, 2014). 본 연구의 결과에서 9개 문항에 대한 점이연 상관점수 
분포는 .48에서 .66이었다. 모든 문항이 ≥.3 이기때문에 본 연구의 척도가 내용 타당도가 확
보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1-3. Rasch 평정모형에 따른 통계치 (N=299)

주의. MNSQ = mean square residuals, S.E. = standard error

그림 1-1-2. 9개 항목에 대한 문항 특성 곡선 (Item characteristic curve)

   Rasch 평정모형의 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는 요인분석의 신뢰도와 같이 척
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9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를 그림 
1-1-3에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과 여성의 패라미트의 표준화된 차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분포의 가능한 성과 관련된 차이에 대한 짝을 계산한 것이다. 두 집단 사이의 난이도에서 차
이인, DIF 대비 (contrast)가 .5 logit보다 낮아서 문항이 받아들일만 한 것으로 간주된다 
(Linacre, 2010). 그림에서 보듯이 9개 문항에서 성별의 차이가 .5를 넘는 것은 하나도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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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3. 9개 항목에 대한 DIF

   Rasch 평정 모형은 척도에 사용된 평정 범주의 수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범
주확률곡선 (category probability curve)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범주확률곡선에 대한 결
과를 그림 1-1-4에 제시했다. 홍세희와 조용래 (2006)의 논문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그
림 1-2에서 X축은 개인 속성과 문항 곤란도 사이의 로짓 차이(person measure relative to 
item difficulty)이고 Y축은 특성 응답에 범주가 선택될 확률이다. 그림 1-1-4의 왼쪽부터 (높
게 그려진 것이 제일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범주 1, 2, 3, 4, 5, 6, 7이다. 평정자 j의 특성 
(trait) 점수와 문항 곤란도의 로짓 차이가 1 이면 범주 5가 선택될 확률이 약 43%로 가장 높
고 범주 1이 선택될 확률은 0%이다. 각각의 범주가 적절성을 보이려면 어느 한 영역에서 가
장 높게 선택될 확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림 1-1-4에서 범주 2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범주 1과 범주 3사이에 겹쳐져 있다. 따라서, 6점 범주의 평정 양식이 적절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1-1-4.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7점 범주에 대한 범주확률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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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1-2.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연구 1-2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고 검사-재
검사 신뢰도를 통해서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Lang과 Carstensen (1991)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 및 Husman과 Shell (2001)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와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변별 타당도를 위해서 특성 5요인과 상관 관계를 
검토하려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3주간에 걸쳐 반복 평가
한 측정치로 급내 상관 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 검증하고자 했다.  

(1) 방 법

1) 참가자 및 절차 

연구 1-2에서는 ‘생리심리학’과 ‘심리학 개론’ 수업을 수강하는 111명의 대학생이 수렴 타당
도와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한 1차 자료수집에 응답하였다. 이 중에 남자는 57명 (42.3%)이
고 여자는 64명 (57.7%)이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1.56세 (SD=2.04)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한 2차 자료 수집에 참가한 대상자는 111명 중에서 생리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51명이었다. 남자는 17명 (33.3%)이고 여자는 34명 (34%)이었고 평균 나이는 21.33세 
(SD=2.00)였다.
   연구 1-1에서와 동일하게 변별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를 위한 1차 자료 수집 절차가 진행
되었다. 연구자가 연구 의도와 설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후, 수업 시간에 설문이 진행
되었다. 설문 방식은 연구자가 미리 웹사이트에 설문 문항들을 입력한 것을 연구 참가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정하는 것이었다. 111명 중에서 109명이 수업 시간에 본인의 스마
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설문에 응답했고 2명이 집에서 과제로 응답했다. 참가자들의 평
정을 마친 후, 연구 목적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오리엔테이션, 설문평정,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까지 총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2차 수집에서도 동일하게 온라인으
로 설문에 응답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수렴 탕당도를 위해서 Lang과 Carstensen (1994)이 개발하
고 타당화한 미래시간 조망 및 Husman과 Shell (2001)이 개발한 미래시간 조망을 경력 미래
시간 조망 척도의 총점수와 하위 요인간 상관 분석을 하였다. 변별 타당도에서는 미래 경력 
시간 조망 척도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과 특성 5요인인 각각의 특성과 상관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에서는 연구 2에 참가한 111명 중에서 51명이 3주 후에 
다시 평정한 자료를 통하여 급내 상관 계수 (Intral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계산
하였다.  

3)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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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5요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성’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 
(1999)에 5요인 성격에 대해서 표준화시킨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사
용하였다. 국내에서 유태용, 한태용,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및 노혜미 (2006)가 한국
어로 번안하여 타당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중에서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성을 묻는 각각 10문항 씩 50문항을 사용했다. 외향성에 대한 문항 예는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우호성의 예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 성실성
에 대한 문항 예는 “어지러워지면 즉각 청소한다”, 개방성에 대한 문항 예는 “상상력이 풍부
하지 못하다”, 신경성에 대한 문항 예는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이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향
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성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89, .77, .56, .87이었다. 

미래시간 조망 (Lang & Carstensen, 1994)
미래시간 조망 척도 중에 하나는 Lang과 Carstensen(1994)이 사람들의 미래시간관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것을 김민희(2008)가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한 10문항을 사용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 미래는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 7=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77이었다. 

미래시간 조망 (Husman & Shell, 2001)
두 번째 미래시간 조망 척도는 Husman과 Shell (200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국내에서는 반재곤 (2014)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를 위해서 영문판과 비교하
여 어색한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다. 척도는 ‘연결성’과 ‘유인가’가의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성 문항의 예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 낭비다”이고 유인가 문항의 에는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다”이다. 본 연구에서 각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인가, 연
결성, 총점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77, .82, .85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본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는 연구 1-1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가 확인된 9개 문항
을 사용하였다. 9개 문항은 기회, 연결성, 도구성의 3개 요인에서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회, 연결성, 연결성 총점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69, .73, 
.59, .75였다. 

(3) 결 과

1) 검사-재검사 신뢰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3주간의 간격에 걸쳐
서 척도가 반복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급내 상관 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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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미래시간 조망
총점 기회 유인가 연결성 평균 SD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
  총점 5.08 .72
  기회 .69** 5.08 .98
  유인가 .79** .21* 4.30 1.17
  연결성 .74** .34**  .35** 5.85 .74
Husman과 Shell 척도
  총점 .49** .20  .38** .45** 4.57 .37
  유인가 .48** .07  .56** .35** 5.12 .54
  연결성 .18 .20 -.07 .35** 4.04 .41
Lang과 Carstensen 척도 .51** .52**  .20* .43** 4.93 .77

coefficient)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경력 미래시간 조망 총점 간에는 .78 (95% C.I. = 
.61-.88)이 나왔다. 신뢰구간인 C.I.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고 높지는 않지
만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Cronbach 값이 나왔다. 또한, 기회, 유인가, 연결성에 대한 급내 상
관 계수는 차례대로 .71 (95% C.I. = .48-.84), .73 (95% C.I. = .52-.85), .74 (95% C.I. = 
.55-.85)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총점수뿐만 아니라 각 하위 
요인이 안정성을 가지며 신뢰롭게 사용할만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회, 
연결성, 연결성 총점에 대한 내적 신뢰도에 대한 Cronbach 값은 각각 .69, .73, .59, .75였
다. 
  
2) 수렴 타당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Lang과 Carstensen (1994)이 개
발한 미래시간 조망 및 Husman과 Shell (2001)이 개발한 미래시간 조망과 각각 상관을 분석
하였다. 척도 각각의 총점, 하위 요인 간 상관 값과 기술 통계치를 표 1-2-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과 Husman과 Shell (2001)의 미래시간 조망의 총
점 (r = .49, p < .01), 유인가 (r = .48, p < .01), 및 Lang과 Carstensen (1994)의 미래시
간 조망 (r = .51, p < .01)과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Husman과 Shell (2001)
의 연결성 요인가에는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r = .18, p > 05). 통계적 유의성은 표본 수
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본 연구에서 111명의 많지 않고 상관 값이 .18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 
요인과 Husman과 Shell (2001)의 유인가 요인간의 상관 (r = .56, p < 01)이 다른 어떤 요
인보다 높았고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 요인과 Husman과 Shell (2001)의 연결성 요인 
간의 상관 (r = .35, p < 01)이 다른 하위 요인들보다 높았다. 또한, Lang과 Carstensen 
(1994)의 미래시간 조망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요인 (r = .51, p 
< 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Lang과 Carstensen (1994)의 척도가 10문항 중에서 “앞
으로 나에게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기회성을 묻는 것이 6문항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수렴 
타당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 수렴 타당도에 사용된 척도들 간의 상관과 기술 통계치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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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미래시간 조망
총점 기회 유인가 연결성

특성 5요인
  외향성  .25*  .31**  .03 .25*

  우호성  .10  .17 -.00 .10
  성실성  .33**  .20*  .25* .25*

  개방성  .07 -.03  .10 .05
  신경성 -.07 -.10 -.05 -.01

3) 변별 타당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별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격 특성 5요인과 상관 관계를 분
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1-2-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의 총점은 외향성 및 성실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우호성, 개방성, 신경성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회 요인과 연결성 요인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유인가 요인에서
는 성실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특성의 다른 요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변별 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2.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특성 5요인의 상관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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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1-3. 교차 타당도

연구 1-3에서는 대학생 표본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인 표본으로 본 척도가 심리 구성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서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
구 1-2의 변별 타당도에 사용된 특성 5요인 외에 주도성 및 자존감 성격 변인과의 상관 관계
를 탐색함으로서 이를 검토하려 했다.

(1) 방 법

1) 참가자 및 절차

연구 1-3에서는 평생 교육원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 7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남자는 65명 (87.8%)이었고 여자는 9명 (12.2%)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3.22세 (SD = 2.34)였다. 이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컴퓨터 보안, 게임 프로그램, 게임 
기획과 같은 영역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연구 1-1과 1-2에서 처럼 설문하는 방식을 강좌 시작 전에 설명한 후, 강의 시작 전에 설
문이 진행되었다. 설문 방식은 연구자가 미리 웹사이트에 설문 문항들을 입력한 것을 연구 참
가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정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의 평정을 마친 후, 연구 목적
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오리엔테이션, 설문평정,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까
지 총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연구 일반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특
성 5요인, 주도성, 자존감의 성격 변인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 및 각 하위 요인간의 상
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

특성 5요인
연구 1-2에서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외향성,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 신
경성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88, .72, .73, .71, .83이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연구 1-2에서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회, 유인가, 연결성, 전체점수에 대
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87, .75, .82, .82였다. 

주도성
주도적 성격은 Bateman과 Crant(1993)가 개발한 후, Seibert 등(1999)이 10개 문항으로 단
축하였는데 국내에서는 황영애와 탁진국(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항상 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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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미래시간 조망
총점 기회 유인가 연결성

특성 5요인
  외향성  .22  .28*  .09  .24*

  우호성  .11  .24* -.06  .11
  성실성  .30*  .20  .22  .36**

  개방성  .01  .09 -.05  .03
  신경성 -.17 -.28  .01 -.06
주도성  .28*  .34**  .03  .30*

자존감  .27*  .35** -.01  .32**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88이었다.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이훈진과 원
호택 (1995)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묻는다. 문항의 예로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87이었다. 

(2) 결 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일반 대학생이 아닌,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척도가 다른 
심리 구성개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서 척도의 일반화를 보이고자 하였다. 표 1-3-1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성격변인들 간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연구 1-2에서 특성 변인 간에 관
계 패턴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외향성 및 성실성 간에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 1-2와 달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과 외향성간에 유
의한 상관이 없고 성실성과 기회 및 유인가 요인과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 1-2와 비슷
한 상관 값을 가진 것과 표본이 74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주도성 및 자존감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주도성이 미
래 경력 시간조망의 유인가 요인 외에 전체 점수와 다른 하위 요인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미래 경력 시간조망의 유인가 요인 외에 전체 점수와 다른 하
위 요인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화시켜 연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1.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성격변인 간의 상관 (N=74)



- 47 -

4. 연구 1-4. 증분 타당도

연구 1-4는 선행 연구의 척도가 설명하는 변량 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는 것이 있는지 밝
히려는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Lang과 Carstensen 및 Husman과 Shell
의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을 예측한 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예측하는 변량이 어느 정도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1) 방 법

1) 참가자 및 절차

연구 1-4에서는 경상대, 금오공대, 디지털 대학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 69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남자는 227명 (32.7%)이었고 여자는 468명 (67.3%)이
었으며 평균 나이는 29.54세 (SD = 10.53)였다.   
   경상대와 금오공대 학생들은 강좌 시작 전에 연구자가 설명한 후, 강의 시작 전에 설문이 
진행되었고 디지털 대학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 방식과 웹사이트를 공
지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미리 웹사이트에 설문 문항들을 입력한 것을 연구 참가자들이 해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정하는 것이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연구 일반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서 Lang과 Carstensen 및 Husman과 Shell의 미래
시간 조망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투입하여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
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을 각각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3) 측정 도구

경력 미래시간 조망
연구 1-2에서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회, 유인가, 연결성, 전체점수에 대
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90, .87, .89, .91이었다. 

미래시간 조망 (Lang & Carstensen, 1994)
연구 1-2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10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
은 .79였다. 

미래시간 조망 (Husman & Shell, 2001)
연구 1-2에서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고 유인가, 연결성, 총점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79, .84,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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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의사결정 경력 미결정 경력 탐색행동
모형1-1 모형1-2 모형2-1 모형2-2 모형3-1 모형3-2

1 단계
  LC_미래시간 조망 .34*** .25*** -.22*** -.18*** .15*** .10*

  HS_미래시간 조망 .20*** .05 -.04 .04 .12** .03
2 단계
  경력 미래시간 조망 .27*** -.14** .15**

R2

adjusted R2

F
△R2 
aF

.18

.18
77.90***

.18
77.90***

.23

.22
64.39***

.04
30.69***

.06

.05
19.99***

.06
19.99***

.06

.06
15.57***

.01
6.78**

.04

.04
15.03***

.04
15.03***

.05

.05
12.53***

.01
7.24***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 (198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기반으로 국
내에서는 이은경 (2000)이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개 하위 요인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
는 “나는 관심을 가지는 직업들에 대해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이다. 각 문항
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다.

경력 미결정
진로 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 Carney, Yanico 및 Koschier (198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진로결정 척도 (Career Decision Scale; CDS)의 하위 영역인 진로 미결정 척도를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고향자 (1992)가 번안하여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결정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76이었다.

경력 탐색행동
경력 탐색행동은 Blau (1993, 1994)가 개발하고 이지영, 장재윤, & 김명언 (2005)이 국내 사
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업관련 서
적이나 기사를 읽었다”, “관심있는 직장에 대해 조사하였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참가
자들은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에 응답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9였다.

(2) 결 과

표 1-4-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
향

 주. LC_미래시간 조망 = Lang과 Carstensen의 미래시간 조망, HS_미래시간 조망 = 
Husman과 Shell의 미래시간 조망; aF = 앞 모델로부터 F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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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에서와 같이 Lang과 Carstensen 및 Husman과 Shell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설
명하고 난 후,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투입되었을 때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
결정, 경력 탐색행동을 각각 4% (△R2 = .04, p < .001), 1% (△R2 = .01, p < .01), 1% 
(△R2 = .01, p < .001) 더 설명했고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β = 

.27, p < .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경력 미결정 (β = -.14, p < .01)을 부적으로 예측하
였고 , 경력 탐색행동 (β = .15, p < .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척도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경력 영역의 개념을 일반적
인 미래시간 조망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량을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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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연구 1
은 세 연구로 구성되었는데, 연구 1-1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예비 문항을 제작하
고 이 문항들이 구성 타당도를 지니는지 검증하였다.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뿐
만 아니라 Rasch 평정 모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1-2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
도가 변별 타당도 및 수렴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척도로서 안정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1-3에서는 일반 대학생 표본뿐만 아니라 일반
인을 대상으로도 개발된 척도가 심리 구성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생교육
원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1-4는 선행 연구의 척도가 설명하는 변량 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는지에 대한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고 논의하자면, 연구 1-1은 요인구조를 확
인하기 위해서 진행되었고 구조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1-1에서 9개 문항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서 예비 제작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세 개의 요
인이 확인되었다. Lang과 Carstensen (1994)의 미래시간 조망에서 기회를 물어보는 문항들
에 기반해서, Zacher와 Frese (2009)가 직업 미래시간 조망에서 기회 요인을 확인한 것과 
Husman과 Shell (2001)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에서 유인가와 연결성이 하위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 요인을 ‘기회’, ‘유인가’, ‘연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세 요인에 대한 확
인적 요인 분석 결과인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와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구성 타당도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본 연구 1-1에서는 요인분석 외에 문항 반
응 이론 (Item response theory)의 한 종류인 Rasch 평정 모형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를 재
확인하였다. Rasch 평정 모형의 결과 문항의 적합도와 문항 곤란도 측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9개 문항 각각이 척도의 문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점을 넘어섰다. Rasch 평
정 모형의 문항 적합도와 문항 곤란도를 통해서 심리 측정 도구의 더욱 세련되고 표준화된 도
구를 마련할 수 있다 (홍세희 & 조용래, 2006). 
   연구 1-2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3주간에 걸친 검사-재검사의 급내상관 계수의 결과, 본 척도가 양호한 신뢰도를 지닌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안정성을 지닌 척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수렴 타
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총점수와 Lang과 Carstensen (1994) 
및 Husman과 Shell (2001) 척도의 총 점수간에 양호한 상관을 관계를 가졌다. 또한, 
Husman과 Shell (2001)의 유인가와 본 척도의 유인가 간의 상관이 다른 요인들간의 상관보
다 더 높았고 Lang과 Carstensen (1994) 척도가 기회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6개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이 척도와 본 척도의 기회간의 상관이 둘간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 높게 나왔다. 변
별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본 척도와 특성 5요인간 상관이 교차해서 나타났다. 즉,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총점과 외향성 및 성실성과는 상관이 있었지만 우호성, 개방성, 신경성
과는 상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기회와 외향성 및 성실성, 유인가와 성실성, 연결성
과 외향성 및 성실성과는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나머지 관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
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척도가 심리 구성개념을 잘 변별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1-3에서는 교차 타당도를 위해서 진행되었다. 대학생 표본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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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또래 집단을 대상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성격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결
과적으로 연구 1-2에서처럼 특성 5요인간의 상관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연구 1-3에서 추가
적으로 넣고 관계를 탐색한 주도성과 자존감의 상관이 총점, 기회, 연결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주도성과 자존감이 유인가와는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1-3의 결과
는 척도의 평정자를 대학생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확대함으로서 척
도의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척도의 일반화에 대한 좋은 증
거가 된다.
   연구 1-4는 증분 타당도를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 1의 가정은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
망에서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하였기에 본 연구 1에서 개발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기존의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 척도에 더하여 유용하고 경력 영
역에서 필요한 변량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척도들이 심리 구성
개념 개념을 설명한 변량에서, 본 척도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다. Husman과 Shell의 미래시간 
조망, Lang과 Carstensen의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
력 탐색행동을 설명하고 난 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7범주 척도 유형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범주확률곡선 분석을 했
고 그 결과, 6범주가 적절하다는 것을 밝혔다. Rasch 평정 모형에 따른 척도 타당화 절차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타당하지 않은 범주를 제거한 후 평정치를 재범주화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Linacre, 2011). 본 연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범주 2가 선택될 확률
이 없지만, 그림 1-1-4에서 보듯이 가까스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Rasch 모형의 엄격한 절차에 따른다면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묻는 형식이 6점 척도가 
맞을 수 있다. 6점 척도의 장점은 중간이 없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것에 유용하다. 하지만, 
중립적인 반응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연구 목적에 따라서 6점 척도와 7점 척도 둘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첫째, 본 연구는 미래시간 조망 척도와는 
달리 일반적인 미래시간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묻는 것에서 특정 영역에 국한된 미래시간 조
망을 묻는 척도를 개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Bandura (1977)가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기 효능감, 과제 특정적인 자기효능감, 상황 특정적 자기효능감 개념
으로 구분한 것 처럼, 본 연구자는 시간 조망에 대해서도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나누어야 
된다고 사료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Zacher와 Frese (2009)는 직종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개
발하여 연구하였다. 직종 미래시간 조망 척도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기에 
적절하게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직장
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경력 영역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는 요인분석 뿐만 아니라 Rasch 평정 모형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를 재확인한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국내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 타당화하지 않고 사용되는 단축형 척
도들이 많은데, Rasch 평정 모형을 적용하여 타당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의 척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와 직장인의 경력 관련 연구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자면, 첫째, 본 척도는 평생 교육원
에서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74명이 포함되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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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진로 탐색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본 
연구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해서 3주간의 시간 간
격을 두고 두 번 본 척도를 연구 참가자들이 평정하게 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월 효과 
(carrry over effect)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긴 기간 동안
에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1-1에
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긴 했지만, 카이스
케어 값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서 모형의 적합도 기준에서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 1-2의 교차 타당화 과정에서는 카이스케어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와서 통계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다시 한번 요인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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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과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2의 주요한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속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개인차 변인을 탐색하여, 개인차 변인, 경력 
미래시간 조망 그리고 경력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개인차 변인과 경력 관련 변인들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를 탐색
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과 하위 요인이 남녀 집단과 소속 집단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Frank, 1939). 낙관적인 사람들은 미
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과제 수행 능력이 우
수하다 (Seligman, 2006). 현재 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남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
만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일 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
고, 미래시간 조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나 학업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균형적인 식생활 습
관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Zimbardo & Boyd, 201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 연구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통제감, 행복감, 문제 대처 능력에 높은 적응 수
준을 보이는 반면,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 통제감 결여, 분노, 도피, 무력감
과 같은 부적응성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Willis, Sandy, & Yaeger, 1998). 
   대학생들은 미래에 가질 직업의 종류, 자신의 적성, 받게 될 수입 등을 고려하며 어떤 진
로를 추구할지 결정한다. 경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래 직업에 대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Walker & Tracey, 2012). 경력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이 중요함에도 어떤 대학생은 계
획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경력 의사결정에 자신감이 결여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Super (1980)는 진로 성숙이나 준비성과 관련시켜서 경력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론화하였
다. 계획적인 태도는 미래에 더욱 초점 맞추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경력 영역에서 미래 지
향적인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들은 경력결정에 있어서도 더욱 준비될 가능성이 높다. 
Savickas, Silling 및 Schwartz (1984)는 시간 조망이 진로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Walker와 Tracey (2012)는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하
였다. 미래시간 조망의 하위 요인인 연결성이 유인가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
결정을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재곤 (2014)의 연구에서도 성격 변
인을 통제한 회귀 모형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을 유의
미하게 예측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
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경력에 더욱 특정화된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래시간 조
망)을 가질때도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개인은 미래 자신의 경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경력 탐
색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일에 대한 명료성은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도록 전략들
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동기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Strauss, Grif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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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2012). 즉,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이 높으면 일에 대한 구체성이 확연해지고 목표를 추
구하는 탐색활동을 할 것이다. 박인조와 이주일 (2014)은 종업원의 경우 경력 미래시간 조망
이 높을수록 경력 개발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혔다. 대학생 집단
에서도 미래시간 조망이 앞으로 자신이 가질 미래 직업에 대해 명료성을 가지고 동기적 속성
으로 인해서 탐색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논의한 점과 서론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한 측면들에 근거하여서 아
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방 법

1) 연구 참가자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 2에는 경상대학교 (심리학 전공 88명, 기타 전공 120명)에서 심리학과 금오공대 (토목공
학 전공 116명)에서 토목공학 수업을 수강하는 총 324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중에 
남자는 209명 (64.5%), 여자는 115명 (35.5%)이었다. 학년 별로는 1학년 130명 (40.1%), 2학
년 100명 (30.9%), 3학년 67명 (20.7%), 4학년 27명 (8.3%)이었고 평균 나이는 21.73 (SD= 
2.38)세였다.
   연구자가 연구 의도와 설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후, 수업 시간에 설문이 진행되었
다. 설문 방식은 연구자가 미리 웹사이트에 설문 문항들을 입력한 것을 연구 참가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정하는 것이었다. 스마트폰 밧데리가 다 되었거나 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대여했다. 참가자들의 평정을 마친 
후, 연구 목적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오리엔테이션, 설문평정,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까지 총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2) 측정 도구

경력 미래시간 조망 
연구 1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회, 유인가, 연결성 
요인의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내적 신뢰도인 Cronbach 알파 값은 기회, 유인가, 연
결성, 총점에 대해 각각 .90, .74, .83, .83이었다. 

성격 특성 
‘외향성’, ‘성실성’, ‘신경성’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 (1999)에 5요인 성격에 
대해서 표준화시킨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유태
용, 한태용,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및 노혜미 (2006)가 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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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5요인인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우호성, 신경성을 묻는 각각 10문항 씩 
50문항을 사용했다. 외향성에 대한 문항 예는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성실성에 
대한 문항 예는 “어지러워지면 즉각 청소한다”, 개방성에 대한 문항 예는 “상상력이 풍부하
다”, 우호성에 대한 문항 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신경성에 대한 문항 예는 “우
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이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
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우호성, 신경성에 대한 내
적 신뢰도는 각각 .92, .81, .67, .82, .87이었다.  

정서 지능
정서 지능은 Wong과 Law (2002)가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한지현과 유태용 (2004)이 번안하여 
연구에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정서 파악, 타인 정서 파악, 정서 사용, 정서 조절의 
네 개 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어떤 정서를 느
끼는지 잘 알고 있다”와 같은 문항이 그 예이다. 한지현 (2004)의 연구의 본인 평정에서 신뢰
도 값은 .85였다. 평정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의 5점 리커트 척도
로 갖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자아 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하고 타당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유
성경, 홍세희와 최보윤 (2004)이 번안하여 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낙관성, 호기심, 대인관계에
서 개인의 탄력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
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같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
보다 호기심이 많다” 이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그
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5였
다.

자기 통제감
자기 통제감은 Weinstein, Healy 및 Ender (2002)가 연구에 사용한 두 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매우 잘 통제할 수 있다”와 “나는 전
혀 통제할 수 없다”이다. 두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그렇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역코딩하여 점수가 합산되어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통제감은 Weinstein 등 (2002)의 
연구에서처럼 적은 문항수로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Long (1998)은 단일 문항을 
통하여 통제감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63이었
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연구 1-4에서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2였다.

경력 미결정
연구 1-4에서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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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값은 .91이었다.

경력 탐색행동
연구 1-4에서와 동일한 척도가 사용되었다.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

3) 분석 방법

연구 2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0과 AMOS 20 버젼의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SPSS 20을 
통해서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집단간 (예컨대, 성별) 경력 미래시간의 하위 요인과 
총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선행 변인으로서 성격 변인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경로 분석을 하였으며, AMOS 20 패키지를 통해서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Arbuckle, 2000). 가
설에 기초해서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한 경로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TLI, CFI, 
RMSEA 지표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정서 지능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사
이에서 미래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eacher와 Hayes (2008) 그리고 
Tayler, Mackinnon 및 Tein (2008)가 권고하는 분석절차를 따랐다. Bootstraping 2000번을 
실시하고 편향교정 신뢰구간 (Biased-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95%로 설정하였다. 
편향교정 신뢰구간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할 경우 α=.05 수준에서 영가설을 받아들
이는 즉,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있다는 기준을 따랐다 (Shrout & 
Bolger, 2002).

(2) 결과 

1)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
 
연구 2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기술통계치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에 투입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표 2-1에 
제시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이는 경력탐색행동과 정
적인 상관을 보였다 (r= .22, p< .01). 이는 대학생 중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외향성 (r= -.14, p< .01), 성실성 (r= 
-.19, p< .01), 정서지능 (r= -.14, p< .05), 자아탄력 (r= -.23, p< .01), 자기통제 (r= -.25, 
p< .01), 기회 (r= -.11, p< .05), 및 유인가 (r= -.12, p< .05)가 더 높고 신경성 (r= .35, p< 
.01)은 더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성격 변인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관계에서, 외향성 (r= .31, p< .01), 성실성 (r= .45, 
p< .01), 개방성 (r= .26, p< .01), 우호성 (r= .28, p< .01), 정서지능 (r= .53, p< .01), 자아
탄력성 (r= .46, p< .01), 및 자기통제감 (r= .30, p< .01)은 경력 미래시간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신경성 (r= -.25, p< .01)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외향적이고,  성실하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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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고 우호적이며,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및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각각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신경성의 성향이 높을수록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낮다는 것을 
알수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태도 및 탐색행동과의 관계로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r= .53, p< .01), 경력 탐색행동 (r= .23, p< .01)과는 정적인 상
관을 보였고 경력 미결정 (r= -.30, p< .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경력 미
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경력 미결정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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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변인들간 상관, 평균 및 표준 편차 (N=324)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연령 -
2. 성별 -.21** -
3. 외향성 .08 -.14** -
4. 성실성 .05 -.19** .36** -
5. 개방성 .08 -.08 .38** .25** -
6. 우호성 .09 -.04 .49** .38** .24** -
7. 신경성 -.12 .35** -.32** -.24** .01 -.20** -
8. 정서지능 .10 -.14* .53** .53** .43** .55** -.34** -
9. 자아탄력 .08 -.23** .64** .38** .42** .48** -.35** .63** -
10. 자기통제 .10 -.25** .34** .40** .21** .36** -.51** .55** .36** -
11. 경력미결 -.05 .03 -.38** -.23** -.19** -.24** .27** -.33** -.21** -.32** -
12. 결정효능 .07 .02 .52** .45** .47** .37** -.21** .69** .56** .34** -.56** -
13. 탐색행동 .22** 0 .32** .29** .25** .17** -.06 .33** .32** .14** -.18** .43** -
14. 기회 .02 -.11* .49** .40** .32** .35** -.33** .58** .55** .40** -.41** .61** .22** -

15. 유인가 .02 -.12* .05 .22** .14** .04 -.05** .19** .17** .06 -.05 .18** .18** .17** -
16. 연결성 .02 0 .14** .41** .11* .25** -.19** .43** .30** .20** -.19** .40** .15** .49** .44** -
17. 경력미래 .02 -.12 .31** .45** .26** .28** -.25** .53** .46** .30** -.30** .53** .23** .75** .70** .83** -
  평균
표준편차

21.73
2.38

1.35
.48

3.35
.91

3.35
.64

3.31
.49

3.60
.62

2.88
.80

3.57
.64

2.99
.49

3.01
.67

2.76
.73

3.56
.58

2.58
.78

5.23
1.12

4.21
1.04

5.28
.97

4.91
.79

주. 1=남, 2=여; 경력미결= 경력 미결정, 결정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행동, 기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유인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 연결성=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 경력미래= 경력 미래시간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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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심리(N=88) 경상대기타(N=120) 금오건축(N=11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기회 5.01 1.07 5.30 1.08 5.34 1.20 2.48
유인가 3.97 .81 4.27 1.17 4.33 1.02 3.31*

연결성 5.11 .92 5.30 .95 5.39 1.03 2.13
경력미래 4.70 .70 4.95 .78 5.02 .84 4.58*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집단간 비교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각각의 하위 요인이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 집단과 성
별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우선, 소속 별로 평균 차이를 표 2-2와 그림 2-1에 제시하였다. 경
상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경상대학교의 여러 학과의 학생들 집단과 금오공대의 
건축학과 학생에 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총점 (F(2,323)=4.58, p<.05)과 유인가 
(F(2,323)=3.31, p<.05)에서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는 심리학과 학생이 다른 전공의 학생보
다 미래 경력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과 미래 경력에 대한 시간 조망이 낮다는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 총점, 기회, 유인가, 연결성에 대한 평균값과 패턴을 표 
2-3과 그림 2-2에 각각 제시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에서 남녀 간에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F(1,323)=3.77, p<.05),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음을 나
타낸다. 또한, 하위 요인이 기회 (F(1,323)=4.05, p<.05)와 유인가 (F(1,323)=4.85, p<.05)에서도 
남녀 간에 평균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경력 기회와 경력 유인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집단 별 경력 미래시간 조망 점수의 평균 차이

주. 경상대심리=경상대 심리학과 학생, 경상대기타=경상대학교 다양한 학과 학생, 금오건축=
금오공대의 건축학과 학생

    그림 2-1. 집단 별 경력 미래시간 조망 점수의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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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N=88) 여자(N=12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기회 5.33 1.17 5.06 1.03 4.05*

유인가 4.30 1.11 4.04 .87 4.85*

연결성 5.28 1.05 5.28 .83 0
경력미래 4.97 .87 4.79 .61 3.77*

표 2-3. 성별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 점수의 평균 차이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그림 2-2. 성별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 점수의 평균 차이

3) 개인차 변인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2-4에 제시하였다. 외향성 (β = .11, p< .05), 정서지능 (β= 
.23, p< .001), 및 자아탄력성 (β = .26, p< .001)은 각각 기회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외향성, 정서지능,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미래 경력의 기회를 높게 지각함을 보였다. 
유인가에 대해서는 외향성 (β = -.15, p< .05)이 부적으로 예측했고 성실성 (β = .16, p< .01)
은 정적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서, 외향성이 높을수록 미래 경력의 유인가를 낮게 지각하고 
성실성이 높을수록 미래 경력 유인가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성에 대해서는 
자기통제감 (β = -.14, p< .05)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실성 (β = .27, p< .001)과 정서
지능 (β = .29, p< .001)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현재의 
활동과 미래 경력에 대한 것이 연결이 덜 되어있다고 보는 반면, 성실성과 정서지능이 높을수
록 더욱 연결되어 있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에 대해서는 성실
성 (β = .21, p< .001), 정서지능 (β = .28, p< .001), 및 자아탄력성 (β = .22, p< .001)이 각
각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실성, 정서지능, 및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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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미래시간 조망
    기회    유인가   연결성    총점
β S.E. β S.E. β S.E. β S.E.

외향성 .11* .07 -.15* .08 -.11 .07 -.05 .05
성실성 .06 .09 .16** .10 .26*** .09 .21*** .07
우호성 -.03 .09 -.07 .11 .07 .09 -.02 .07
신경성 -.07 .07 -.02 .08 -.03 .07 -.06 .05
개방성 .04 .11 .09 .13 -.06 .11 .03 .08
정서지능 .23*** .12 .11 .14 .27*** .11 .28*** .09
자아탄력성 .26*** .14 .12 .16 .10 .14 .22** .10
자기통제 .09 .09 -.10 .11 -.16* .09 -.06 .07

표 2-4. 개인차 변인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경력 의사결정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인차 변인으로 특성 5요인 (외향성, 성실성, 우
호성, 개방성, 신경성), 정서지능, 자기통제, 자아탄력성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예측 변인으
로서 역할을 하는지 탐색했으며, 성실성, 정서지능,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 결과
는 성실성, 정서지능,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력 미래시간 조망도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회귀모형에서는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신경성, 자기통제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유
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지만, 각각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표 
2-1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외향성 (r = .31, p < .01), 개방성 (r = .26, p < .01), 우호
성 (r = .28, p < .01), 신경성 (r = -.25, p < .01), 및 자기통제 (r =.30, p < .01)와 유의했
기 때문이다. 혼입 효과 가능성을 고려해서, 특성 5요인과 나머지 변인을 따로 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결과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을 한꺼번에 투입했을 때에는 신경성과 
개방성 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따로 분석 한 결과는 신경성 (β = -.11, p < .05)과 개방성 (β 
= .15, p < .01)이 각각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예측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경성과 개방
성 또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성격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외향성 (β = 
-.28, p< .001)과 자기통제 (β= -.12, p< .05)가 경력 미결정을 부적으로 예측했고, 신경성 (β 
= .15, p< .01)과 자아탄력성 (β = .32, p< .001)은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외향성과 자기 
통제감이 높을수록 경력 미결정이 낮고 신경성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경력 미결정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외향성 (β = .25, p< .01), 성실성 
(β = .12, p< .05), 개방성 (β = .11, p< .01), 정서지능 (β = .38, p< .001), 자아탄력성 (β = 
.19, p< .001)이 각각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서,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지능,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들이 경력 의사결정에서 효능감을 높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경
력 탐색행동에 대해서는 외향성 (β = .20, p< .001),  성실성 (β = .17, p< .01), 정서지능 (β 
= .15, p< .05)이 각각 정적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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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미결정   결정효능   탐색행동
β S.E. β S.E. β S.E.

외향성 -.28*** .05 .25** .03 .20*** .05
성실성 -.03 .06 .12** .04 .17** .07
우호성 -.03 .07 -.01 .04 -.11 .07
개방성 -.08 .05 .11** .03 .10 .09
신경성 .15** .05 .06 .05 .06 .05
정서지능 -.12 .08 .38*** .05 .15* .09
자아탄력 .32** .10 .19*** .06 .12 .11
자기 통제 -.12* .07 .03 .04 -.06 .07

경력 미래시간 조망
기회 유인가 연결성 총점

특성 5요인

외향성 .23*** -.08 -.04 .06
성실성 .15** .18** .31*** .28***

우호성 .10* -.03 .14** .09
신경성 -.18*** -.02 -.03 -.11*

개방성 .17*** .13* .01 .15**

  F 33.10*** 4.01** 13.17*** 21.03***

인지 및 정서 
개인차 변인

정서지능 .29*** .17* .37*** .36***

자아탄력성 .33*** .07 .07 .22**

자기 통제 .10* -.09 -.10 -.04
  F 75.85*** 4.77** 19.59*** 44.29***

표 2-5. 개인차 변인들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영향

표 2-6. 개인차 변인이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회귀분석

주. 결정 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행동

4)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영향력에 대한 경로분석

앞서 논의의 세 개의 가설뿐만 아니라, 경력 미결정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한다
는 선행 연구 (반재곤, 2014)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 탐색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Blustein, 1989)에 기초해서 그림 2-3과 같은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AMOS 20  통계 패키지를 통하여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Arbuckle, 2000). 적합도 지수는
2 (1, N = 324) = 1.78, CFI = 1.00, TLI = .97,  RMSEA = .05를 나타내었다. 연구 모형으
로서 좋은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CFI와 TLI는 .95보다 같거나 커야하고 RMSEA는 .06보
다 같거나 작아야 하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연구 모형으로서 좋은 적합성을 보였다 (Hu & 
Bentler, 1999). 
   그림 2-3에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1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고 가설 2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경력 미결정 (β= -.30, p< .001)을 부
적으로 예측하였고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β= .40, p< .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경력 미결정이 낮고 경력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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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과 2가 지지되었다. 가설 3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으며,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
지는 못했다 (β= -.02, p> .05).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경력 미결정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β
= -.44, p< .05). 이는 경력 미결정이 높을수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나
타낸다. 또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 탐색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β= .42, p< 
.001). 이는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
다. 따라서, 가설 1과 2는 지지되었고 가설 3은 지지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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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과 탐색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모형

5) 개인차,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모형

지금까지 분석한 회귀모형과 경로모형을 바탕으로, 개인차,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로를 그림 2-4와 같이 설
정하였다.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AMOS 20  통계 패키지를 통하여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
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Arbuckle, 2000). 적합도 지
수는 2 (6, N = 324) = 17.29, CFI = .99, TLI = .95,  RMSEA = .08을 나타내었다. 연구 
모형으로서 받아들일만한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CFI와 TLI는 .90보다 같거나 커야하고 
RMSEA는 .08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연구 모형으로서 받아들일만한 
좋은 적합성을 보였다 (Hu & Bentler, 1999). 
   회귀분석의 결과와 같이 성실성 (β= .23, p< .001), 정서지능 (β= .28, p< .001), 자아탄력 
(β= .20, p< .001)이 각각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성실성, 정서지능, 자
아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 (β= -.25, p< .001)을 부적으로 예측하고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β= .14, p< .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력 
미결정이 낮아지고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성격과 경력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성실성이 경력 탐색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β= .13, p< .05). 성실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
귀분석에서와 다르게, 성실성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지 못했다. 회귀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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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지 않았던 변인들이 모형에 들어가면서 혼입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 (MacKinnon, 
Krull, Lockwood, 2010). 정서지능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β= 
.14, p< .01),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
성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했고 (β= .20, p< .001), 자아탄력성이 높아짐
에 따라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서와 다르게 경력 미결
정은 예측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혼입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경력 미결정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부적으로 예측했는데 (β= -.36, p< .001), 경
력 미결정이 높을수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결정 의사결정 자기효
능감이 경력 탐색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β= .37, p< .001),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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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성격,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태도 및 경력 탐색행동의 경로 모형

6) 개인차와 경력 의사결정 및 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

개인차 변인과 경력 의사결정 및 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eacher와 Hayes (2008) 그리고 Tayler, Mackinnon 및 Tein (2008)가 권고하는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따랐다. 부트스트레핑 2000번을 실시하고 편향교정 신뢰구간 
(Biased-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95%로 설정하였다. 표 2-7에 직접효과와 매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 효과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성실성→경력 미래시간 조망→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성실성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사이를 경력 미래시간 조망
이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 효과가 부분적인지 완전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효
과를 검토해야 하며 매개 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다 (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 성실성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β= .04, p> .05)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실성→경력 미래시간 조망→경력 
미결정’ 경로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실성과 경력 미결정 사이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매개한다. 성실성과 경력 탐색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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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효과 간접 효과
β S.E P o i n t 

estimate
95% C.I.

Lower Upper
성실성→경력미래 .23 .07 성실성→경력미래→경력 미결정 -.06 -.10 -.03
정서지능→경력미래 .28 .08 성실성→경력미래→결정효능 .05 .02 .09
자아탄력→경력미래 .20 .09 성실성→경력미래→결정효능→ 탐색행동 .03 -.001 .07

정서지능→경력미래→경력 미결정 -.05 -.09 -.02
정서지능→경력미래→결정효능 .08 .03 .13
정서지능→경력미래→결정효능→탐색행동 .10 .10 .15
자아탄력→경력미래→경력 미결정 -.07 -.14 -.02
자아탄력→경력미래→결정효능 .06 .03 .11
자아탄력→경력미래→결정효능→탐색행동 .16 .10 .24

‘성실성→경력 미래시간 조망→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경력 탐색행동’ 경로에서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
개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경력 미래시간 조망→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성실성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사이를 경력 미래시간 조
망이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정서지능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β= .38, 
p< .001)을 예측하므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경력 미래시
간 조망→경력 미결정’ 경로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에서 경력 미결정 사이에 예측하는 경로 없이도 유의하였으므로 완전 매
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과 경력 탐색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
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를 탐색하였다. ‘정서지능→경력 미래시간 조망→경
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경력 탐색행동’ 경로에서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
문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다. 
   ‘자아탄력성→경력 미래시간 조망→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사이를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이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자아탄력성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β= .20, p< .001)을 예측하므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
경력 미래시간 조망→경력 미결정’ 경로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매개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과 경력 미결정 사이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매개한
다. 자아탄력성이 경력 미결정 (β= -.10, p> .05)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완전 매개 효과를 가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경력 탐색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를 탐색하였다. ‘정서지능→경력 미래시간 조망→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경력 탐색행동’ 경로에서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성격과 경력 의사결정과 탐색행동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결정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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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의 

본 연구 2의 첫 번째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경로 모형을 통한 결과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을 부적으로 예측하고 경력 의사결정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
을 보였지만, 경력 탐색행동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
망을 예측하는 개인차 변인을 탐색하여서, 개인차 변인, 경력 미래시간 조망 그리고 경력 관
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개인차 변인으로 성실성, 정서
지능, 자아탄력성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이 변인들과 경력 미래시간 조
망 그리고 경력 관련 변인들과의 구조모형을 만들었다. 세 번째, 연구 목적은 개인차 변인과 
경력 관련 변인들 사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매개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었으며, 경력 미
래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과 하위 
요인이 남녀 집단과 소속 집단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가설 1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기대하였고 본 
연구 2에서 지지되었다.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경력 미결정 정도가 낮음
을 의미한다. Walker와 Tracey (2012)는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국내에서 반재곤 (2014)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들의 결과는 일반적인 미래 
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과 관련되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2에서 경력이라는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도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 
사람에 따라서 경력 미결정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Brwon et al., 2012), 이러한 사람의 특
성을 파악하는데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심리적인 변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설 2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고 기대했으며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는 높았다. Betz, Klein, 및 Taylor (1996)은 경력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이 경력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고 자기 개념, 목표, 경력 옵션들에 기초하
여 경력 의사결정에 확신하는 정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미래 
시간 조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Walker & Tracey, 2012). 연구 2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
망이 경력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는데, 미래의 자신의 경력에 기회가 
많고 가치가 있으며 지금의 활동과 연결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경력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3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경로모형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표 2-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낮은 값
이지만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탐색행동 간에 정적인 연합이 있었다 (r =.23, p = .01). 
경로 모형에서 둘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유추해보자면 이 둘 외에 경력 미결정이나 
경력 의사결정 효능감 변인이 혼입 변인 (confounding variable)로서 역할을 했을 수도 있
다. 혼입 변인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에 여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으로서 둘간의 
관계를 증대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이
를 염두해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하지만, 둘 간의 인과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상관값이 낮은 것을 볼 때 
미약해 보인다.  
   연구 2의 결과에서 성실성과 경력 미결정 및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사이를 경력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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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조망이 매개하는 효과성을 보였고, 정서지능과 경력 미결정 및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
감 사이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매개하는 효과성을 보였으며, 자아탄력성과 경력 미결정 및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사이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매개하는 효과성도 보였다. 이를 통
해서 개인차 변인과 경력 의사결정 사이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차 변인이 경력 미래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 아래서 경력 의
사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 의사결정은 기술, 유능성, 삶의 목표, 기
대 경력 선호도와 같은 많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운 의사결정 중에 하
나로 인식된다 (Di Fabio, Palazzeschi, Asulin-Peretz, & Gati, 2013). 연구 2의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의 매개성에 대한 결과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력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사람의 
특성과 관련시켜서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가자의 소속 집단과 남녀 
집단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과 표준편차 패턴이 어떤지 탐색하였다. 소속 집단
을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경상대학교 다양한 전공 학생, 금오공대 건축공학과 학생 집단
으로 나누어 일원 변량 분석을 했을 때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경상대학교 다양한 전
공 학생 집단과 금오공대 건축공학과 학생 집단은 비슷했지만,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집단은 
다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금오공대 학생들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더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과 학생이 타 전공에 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녀 집단간 비교에서는 남자 집단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유리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 2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관련 변인에 기능
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학과, 성별, 학년 변인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은 경력 의사결정 연구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성격변인과 진로변인 사이를 매개하기 때
문에 학생들의 미래시간 조망을 높여줌으로서 경력 변인에 성격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처치함으로서 경력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을 높일수 있고 또한 경력 미결정성을 줄일 수 
있다. 선행 연구들 (반재곤, 2014; Anuszkiewicz 1983; Marko & Savickas, 1998; 
Savickas, 1991)에서 미래시간 조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이
고 진로미결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학생이나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연구되었는데 더 나아가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인 중학
생을 대상으로도 실시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모색해나가는데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가지지 못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서 구직효능감이나 활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자면,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방법
론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횡단적인 연구로서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
자 한데 있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종단적인 연구 설계로 매개 효과를 분
석하지만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세 번에 걸쳐서 예측변인, 매
개변인, 그리고 결과변인을 각각 측정하여야 인과성에 대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할 수있다. 횡
단적인 관점에서 변인의 인과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변인간 상관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틀을 잡은 의의가 있지만 이에 대한 인과성과 경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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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자의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미래시간 조망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하였는데, 종단적인 연구가 시간적인 점에서 부담
이 될 경우 미래시간 조망을 처치하는 교육 프로그램 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서 실험적으로 
매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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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 3.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3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색
하고자 했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이나 직업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경력 의사결정과 경력 탐색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고 연구 3에서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태도와 경력 행동 중
에서 경력 개발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3에서 중점을 둔, 태도 변인과 경력 행동 변인
은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이직 의도, 및 경력 탐색활동이었다.   
   종업원이 직업과 관련된 과업에 대해서 잘 할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직업 자기효능감이
라고 한다 (Rigotti, Schyns, & Mohr, 2008). 자기효능감은 미래시간 조망과 관련되어 있는
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일한다. 자신의 미래에 가질게 될 경력이 가치있고 많은 기회가 지
각하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기술을 쌓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으로 인해서 직업과 관련된 경력이 숙련될수록 더욱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
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업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종업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지식/일
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간주한다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조직 몰입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Bedeian, Kemery, & Pizzolatto, 1991). 현재의 직장이 그들의 미
래 경력에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할지라도, 동료나 상사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열심
히 일하고 조직에 몰입하는 것은 다음 경력 단계로 옮기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조직에 몰입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경력 몰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력에 대해서 가지는 일에 대한 몰입의 형태로 이해된다 
(Morrow, 1993). 경력 몰입은 경력 몰입과 구분되는 개념이고 그것보다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Chang, 1999). 사람들은 종종 동일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직을 옮기기도 하지
만, 같은 조직안에서 그들의 경력 목표를 바꾸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현재 직장이 평생 
직장으로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직보다 그들의 경력을 우선시하는 경
향이 있다. 연구 3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몰입의 증가시킬 것이라고 본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쾌락적인 개인들과는 달리, 미래 지향적인 개인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목표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상상하
는 활동을 한다 (Nuttin & Lens, 1985).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경력과 관련될 경우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개인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경력 목표에 강하게 몰입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경력 개발활동을 예측
할 것이다.

   직업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경력에 대한 몰입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경력 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효능감과 경력 몰입과의 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밝혔다 (Aryee & Tan, 1992; 
Bl며, 1989). Cherniss (1991)는 자기 자신이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하면 할수록, 더욱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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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영역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경력 몰입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정적으로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밝혀졌다 (Lee, 2011). 
   직업 자기효능감은 조직 몰입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들 
(Mathieu & Zajac, 1990; Schyns & Collani, 2010; Lee & Kim, 2012)은 자기효능감이 조
직 몰입의 하위 요인 중에 하나인 감정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종업
원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데 유능하다고 여긴다면,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제공한 조직에 더욱 
몰입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2. 직업 자기효능감은 경력 몰입, 조직 몰입, 경력 개발활동을 예측할 것이다. 

   본 연구 3에서는 직무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이직 의도에 어떻게 관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직무 태도 변인들이 유의하게 이
직 의도를 예측한다고 경험적인 연구에서 밝혀졌다. 간호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 (Hayes et 
al., 2006; Parry, 2008; Simon et al., 2010; Tourangeau & Cranley, 2006)과 건설 회사 
종업원들 (Park, Raymond, Christie, & Sype, 2014)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몰입이 이직 의
도에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다. Aryee와 Tan (1992)은 경력 몰입이 부적으로 이직 
의도를 예측하다는 것을 그들의 모형에서 검증했다. 간호사의 직무 태도와 은행원들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도 경력 몰입과 이직 의도의 관계를 지지했다 (Blau, 1985, 1989). 앞서 논의하
였듯이, 미래지향적인 종업원은 더욱 그들의 경력과 조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을 통해서 
이직 의도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이직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 의도 사이를 조직 몰입 및 경력 몰입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 3의 주요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직무 태도는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이직 의도의 변인들을 
사용할 것이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또한, 직업 자기효능감이 다른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부가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연구 변인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경로
모형을 탐색할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회사의 직
급별 혹은 연령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어떻게 관여하
는지와 직급이나 연령 집단별로 탐색된 경로모형에서 회귀 계수가 차이나는지 탐색할 것이다.

(1) 방 법

1) 참가자 및 절차

연구 3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일제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종업원 400명이 참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400명 중에서 292명 (73%)가 남자였고 108명 (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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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분류 빈도(%) 변인 분류 빈도(%)

성별
남성
여성
Total

292(73)
108(27)
400(100)

직업

생산/제조
판매/영업
홍보/마케팅
재무/경리
법무/감사
인사/노무
경력전략
총무
연구개발
고객지원
기타
Total

70(17.5)
49(12.3)
13(3.3)
49(12.3)
5(1.3)
14(3.5)
28(7)
29(7.3)
53(13.3)
30(7.5)
60(15)
400(100)

학력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
Total

1(.3)
44(11)
55(13.8)
251(62.8)
49(12.3)
400(100)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total

74(18.5)
128(32)
132(33)
66(16.5)
400(100)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Total

116(29)
76(19)
68(17)
54(13.5)
86(21.5)
400(100)

재직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Total

180(4.5)
54(21)
24(6)
90(22.5)
184(46)
400(100)

회사 규모

50~100명 
100~500명
500~1000명
1000~10000명
10000명 이상
Total

167(41.8)
137(34.3)
31(7.8)
44(11)
21(5.3)
400(100)

결혼 상태
기혼
미혼
Total

300(75)
100(25)
400(100)

직무 분야

영업직
생산/노무
서비스직
전문직
Total

40(10)
127(31.8)
126(31.5)
107(26.8)
400(100)

표 3-1.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평균 나이는 42.28 (SD=9.29)이었으며 만 23세부터 59세 나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평
균 10.91년 (SD=7.25) 동안 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었다. 1명 (.3%)이 중졸자였고 44명 (11%)이 고졸자
였으며 55명 (13.9%)이 전문대졸자였고 251명 (62.8%)이 대학졸업자였고 49명 (12.3%)이 대학원 졸업자 
이상이었다. 참가자들의 근무하는 직장별로는 생산/제조업이 70명 (17.5%), 판매/영업이 49명 (12.3%), 
홍보/마케팅이 13명 (3.3%), 재무/경리가 49명 (12.3%), 법무/감사가 5명 (1.3%), 인사/노무가 14명 
(3.5%), 경력전략이 28명 (7%), 총무부가 29명 (7.3%), 연구개발이 53명 (13.3%), 고객지원이 30 (7.5%), 
기타가 60명 (15%)이었다. 직급에 따라서는 116명 (29%)이 평사원급, 76명 (19%)이 대리급, 68명 (17%)
가 과장급, 54명 (13.5%)가 차장급, 86명 (21.5%)가 부장급이었다. 회사 규모로는 167명 (41.8%)이 
50-100명 규모, 137명 (34.4%)가 100-500명 규모, 31명 (7.8%)이 500-1000명 규모, 44명 (11%)이 
1000-10000명 규모, 21명 (5.3%)가 10000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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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주)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인바이트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조사 회사로서 많은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인바이트에서 패널 구
성원에게 “본인이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설문에 응답해주십시오”라고 이메일로 요청하였으며, 이메일
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하였다. 몇 가지 질문으로 응답자를 선별하였는데,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대학원생, 주부, 무직으로 응답하거나 직급이 임원 이상이거나, 회사 규모가 50명 미
만이거나 공기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했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측정 도구

미래시간 조망
연구 1에서 개발되고 연구 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서 기회, 유인가, 연결성, 총점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각각 .89, .81, .83, .89였다. 

직업 자기효능감
직업 자기효능감은 Rigotti 등 (2008)이 개발한 직업 자기효능감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으
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가
만히 있는다”이다. 본 척도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
렇다)의 6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68이었다.

조직 몰입
조직 몰입은 Allen과 Myer (1990)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몰입, 유
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세 차원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재은 
(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예로는 “나는 
현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이 없다”, “현재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조직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것 같다”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75였다.

경력 몰입
경력 몰입은 Blau(1985)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탁진국(1996)이 번안하여 연구한 것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문항들을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선택했던 직업
들을 너무 좋아해서 결코 이 직업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
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1이었다.

이직 의도
이직 의도는 Michael과 Spector (1982)가 개발한 단축형 이직 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는 “나는 직장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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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개발활동

경력 개발활동은 신영숙 (201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경력계획 실천을 위한 행동 척도를 사용
하였다. 자기진단, 목표설정, 탐색활동, 대안검토, 행동계획 수립, 개발활동의 6개 하위 요인에
서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4에서는 탐색활동과 개발활동의 9문항을 사용하였
다. 탐색활동의 문항 예로는 “나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요구조건 (예: 급여, 근무
지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개발활동의 예로는 “나는 관심분야를 정해 교육훈련 등 자기
개발에 힘쓴다”가 있다. 평가자는 5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
도록 반응 약식이 갖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활동, 개발활동, 총점에 대한, 내적 신뢰도
인,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76, .84, .87이었다.

3) 방법

연구 3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0과 AMOS 20 버젼의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SPSS 20을 
통해서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집단간 (예컨대, 연령대)의 경력 미래시간 하위 요인 
및 총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했
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선행 변인으로서 성격 변인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했다.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경로 분석을 하였으며, AMOS 20 패키지를 통해서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Arbuckle, 2000). 가
설에 기초해서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한 경로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TLI, CFI, 
RMSEA 지표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eacher와 Hayes 
(2008) 그리고 Tayler, Mackinnon 및 Tein (2008)가 권고하는 분석절차를 따랐다. 
Bootstraping 2000번을 실시하고 편향교정 신뢰구간 (Biased-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95%로 설정하였다. 편향교정 신뢰구간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할 경우 
α=.05 수준에서 영가설을 받아들이는 즉,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있
다는 기준을 따랐다 (Shrout & Bolger, 2002).
   직급과 연령대에 따라서 다중집단 경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급을 사원과 대리는 사
원 직급으로 범주화하고 과장, 차장, 부장은 관리자 직급으로 범주화하였다. 연령대는 20대와 
30대는 청년층으로, 40대와 50대는 중장년층으로 범주화하여 경로모형에서 각각의 회귀 계수
가 차이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 결 과 

1) 측정 변인들간 기술 통계치와 상관 관계

표 3-2에 변인들 간의 상관과 기술적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조직 몰입 (r=.29, p< 
.01), 경력 몰입 (r=.30, p< .01), 직업 자기효능감 (r=.60, p< .01), 경력 개발활동 (r=.53, p< .01)과 유
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가졌다. 직업 자기효능감은 조직 몰입 (r=.34, p< .01), 경력 몰입 (r=.60, p< .01), 
경력 개발활동 (r=.51,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이직의도 (r=-.13, p< .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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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의도는 조직 몰입 (r=-.42, p< .01), 경력 몰입 (r=-.25, p< .001)과도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조직 몰입은 경력 몰입 (r=.43, p< .01) 및 경력 개발활동 (r=.26,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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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령 -
2.  성별 -.28** -
3.  결혼 -.51** .26** -
4.  재직기간 .74 -.34** -.44** -
5.  조직몰입 .18** -.05 -.17** .12* -
6.  경력몰입 .13* -.04 -.13* .12* .43** -
7.  이직의도 -.26** .05 .16** -.21** -.42** -.26** -
8.  직업효능 .12* -.11** -.11* .13* .34** .32** -.13** -
9.  경력개발 .06 -.11** -.13** .11* .26** .53** -.07 .51** -
10. 기회 -.07 -.13** -.07 -.03 .28** .42** -.10* .54** .54** -
11. 가치 .03 -.07 .-01* .06 .21** .16** .14** .45** .33** .44** -
12. 연결성 -.01 -.07 -.08 .05 .23** .14** .14** .51** .44** .54** .64**

13. 경력미래 -.02 -.11 -.10* .03 .29** .30** .06 .60** .53** .81** .82** .87**

  평균
표준편차

40.28
9.29

1.27
.45

1.25
.43

10.91
7.25

2.98
.45

3.14
.71

3.60
.60

3.87
.60

3.39
.57

4.26
1.22

4.74
1.04

5.23
1.09

4.74
.93

표 3-2. 변인들간 상관, 평균 및 표준 편차 (N=400)

주 2-1. 남=1, 여=2; 기혼=1, 미혼=2; 직업효능=직업 자기효능감,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개발=경력 개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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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N=116) 대리(N=76) 과장(N=68) 차장(N=54) 부장(N=86)   F
기회 4.05(1.33) 4.40(.97) 4.19(1.38) 4.33(1.21) 4.43(1.09) F(4,399)=1.70
유인가 4.53(1.08) 4.87(.1.03) 4.60(1.15) 4.90(.85) 4.90(.95) F(4,399)=2.62*

연결성 4.97(1.20) 5.27(1.08) 5.19(1.23) 5.57(.84) 5.34(.90) F(4,399)=3.33*

경력미래 4.52(1.02) 4.85(.86) 4.66(1.10) 4.93(.78) 4.89(.71) F(4,399)=3.31*

20대(N=74) 30대(N=128) 40대(N=132) 50대(N=66)

평균 표 준
편차 평균 표 준

편차 평균 표 준
편차 평균 표 준

편차   F
기회 4.14 1.16 4.48 1.22 4.25 1.18 4.00 1.30 F(3,399)=2.67*

유인가 4.53 .85 4.85 1.07 4.76 1.07 4.69 1.08 F(3,399)=1.59
연결성 5.18 .91 5.25 1.16 5.29 1.14 5.11 1.06 F(3,399)=.46
경력미래 4.62 .76 4.86 .99 4.76 .98 4.60 .85 F(3,399)=1.71

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집단간 비교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하위 요인의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대, 직급 그리고 
성별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연령대 별로 평균 차이를 표 3-3과 그림 3-1에 제시하였다. 연
령대 별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F(3,339)=2.67, p<.05). 그림 
3-1과 표 3-3에서와 같이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기회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30대의 직장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미래에 주어질 경력 기회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급 별로 평균 차이를 표 3-4과 그림 3-2에 제시하였다. 직급 별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 (F(3,339)=2.62, p<.05), 연결성 (F(3,339)=3.33, p<.05) 요인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 
(F(3,339)=3.31, p<.05)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림 3-2와 표 3-4에서와 같이 유인가에서는 직급
이 올라갈수록 대체적으로 그 값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성에서는 차장급이 가장 높았고 사원
급이 가장 낮았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에서는 차장/부장의 관리자급이 다른 직급에 비
해서 그 값이 더 높았다. 이는 차장/부장의 관리자급이 현재 활동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 경력
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 총점, 기회, 유인가, 연결정에 대한 평균값과 패턴을 표 
3-5와 그림 3-3에 각각 제시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요인에서 남녀 간에 평균 차
이가 나타났으며 (F(1,339)=6.74, p<.05), 이는 남성 종업원이 여성 종업원보다 미래 경력 기회
를 높게 지각하는 것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에서도 두 집단이 
차아가 났다 (F(1,339)=4.97, p<.05). 따라서, 남성 종업원이 여성 종업원보다 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연령 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 차이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표 3-4. 직급 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 차이

주. 괄호안은 표준 편차,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 77 -

남자(N=292) 여자(N=10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기회 4.36 1.23 4.00 1.15 F(1,399)=6.74**

유인가 4.78 1.05 4.61 .98 F(1,399)=2.05
연결성 5.27 1.11 5.10 1.03 F(1,399)=2.01
경력미래 4.80 .65 4.57 .84 F(1,399)=4.97*

           그림 3-1. 연령 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 차이

          그림 3-2. 직급 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 차이

표 3-5. 성별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 차이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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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성별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 차이

3) 경로 모형 탐색

본 연구에서 가설들은 최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한 경로모형 분석
법으로 검토하였다 (AMOS 20; Arbuckle, 2011). 적합도 지수는 2 (4, N = 400) = 101.08, 
p < .001, CFI = .96, TLI = .85,  RMSEA = .13을 나타내었다. Hu와 Bentler (1999)의 기
준에서, 연구 모형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합성을 보였다. 
   가설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직의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지만, 모형의 적
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적합도 지수는 2 (3, N = 400) = 8.20, CFI = .99, TLI = .96,  RMSEA = .07을 나타
내었으며 Hu와 Bentler의 기준에서 받아들일만한 모형이 되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조직 몰입 (β= .13, p < .05), 직업 자기효능감 (β= .60, p < .001) 
, 경력 몰입 (β= .13, p < .05) 및 경력 개발활동 (β = .12, p < .05)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이 높고 경력 개
발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태도와 경력 행동에 순기능
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경력 개발활동을 예측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직업 자기 효능감은 조직몰입 (β= .13, p < .05), 경력 몰입 (β= .12, p < .05) 그리고 경
력 개발활동 (β= .22, p < .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직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조
직몰입과 경력 몰입이 높고 경력 개발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2에서 “직업 
자기효능감은 경력 몰입, 조직 몰입, 경력 개발활동을 예측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지지되
었다. 
   조직 몰입 (β= -.42, p < .001)과 경력 몰입 (β= -.15, p < .01)은 각각 이직의도를 부적
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조직 몰입은 경력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β= .35, p < .001), 이러한 결과는 조직
몰입이 높아질수록 경력몰입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몰입은 경력 개발활동을 정적
으로 예측하였으며 (β= .37, p < .001), 이는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경력 개발활동을 많이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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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의도가 상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는데 (r = .06, p>.05), 경
로 모형에서는 유의하였다 (β= .23, p < .001). 이는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이 억제 효과 
(suppression effect)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억제 변인(suppressor variable)은 모형
에 추가됨으로서 다른 변인의 예측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Tzelgov & Henik, 1991). 본 모
형에서는 조직몰입, 직업효능감, 경력몰입, 경력 개발활동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억제 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가설 3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직 의
도를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직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37***

.12**

.13*
.26*** -.42***

-.15**.22***

.13*

.29***

경력미래 직업효능 이직의도

조직몰입

경력몰입

경력개발

.23***

.35***

 

          그림 3-4.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

4) 매개 효과 분석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서, 여러 방법론 연구자들 (Preacher & Hayes, 2008; 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은 검증력을 높이고 일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트
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추천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 의도 사이에서 직무 태도 
변인의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eacher와 Hayes (2008)이 추천하는 2000번의 부트
스트래핑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매개 변인들의 효과성 검증 결과를 표 3-6에 제시하였
다. 
   ‘경력미래→조직몰입→이직의도’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의도 사이를 조직 몰입이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을 통해서 이직의도가 간접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모형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직의도를 예측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미래→경력몰입→이직의도’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개 효과가 있으며,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몰입을 통해서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영향
을 미침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 의도 사이를 조직 몰입 및 경력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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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효과 간접 효과
β S.E P o i n t 

estimate
95% C.I.

Lower Upper
경력미래→조직몰입 .13 .03 경력미래→조직몰입→이직의도 -.28 -.41 -.17
경력미래→경력몰입 .13 .04 경력미래→경력몰입→이직의도 -.76 -.91 -.59
직업효능→조직몰입 .26 .04 직업효능→조직몰입→이직의도 -.04 -.12 .06
직업효능→경력몰입 .12 .07 직업효능→경력몰입→이직의도 -.55 -.62 -.48
조직몰입→경력몰입 .35 .11 조직몰입→경력몰입→경력개발 .07 .02 .12

입이 매개할 것이다” 것이라고 기대한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직업효능→경력몰입→이직의도’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업효능감
과 이직의도 사이에 경력몰입의 매개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경력몰입→경력
개발’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였고, 이는 조직몰입과 경력개발 사이를 경력몰입이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몰입이 경력몰입을 통해서 경력개발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3-6. 변인들간의 매개 효과 검증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직업효능=직업 자기효능감.

5) 다중집단 분석

경력 미래시간이 특정한 집단에 따라서 직무 태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탐색하기 위
해서 직급별과 연령별 집단을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직급별 다중집단 비교를 위
해서 사원과 대리를 ‘사원직급’으로 범주화하고 과장, 차장, 부장을 ‘관리자 직급’으로 범주화
했다. 직급의 상하위 다중집단 비교를 위해서 그림 3-4의 모형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경력 몰입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형’과 아무른 제약을 가하지 않은 ‘무제약’ 모형의 2 값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제약모형과 무제약 모형에 차이가 있었다 (Δ2 (2) = 301.59, p < 
.001). 제약모형은 직급의 상하집단 간에 경로 계수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가정되고 무제
약 모형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가정된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무제약모형의 
적합도는 CFI = .99, RMSEA = .05로서, 제약모형의 CFI = 54, RMSEA = .31의 적합도 보
다 더 낫다. 따라서, 직급의 집단간 차이가 있다는 무제약 모형을 채택하였다. 
   무제약 모형의 상하 직급간의 경로 계수를 표 3-7에 제시하였다. 상하위 직급별 경로 분
석에서 ‘직업효능→경력몰입’ 경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사원 직급: β= .13, p > 
.05, 관리자 직급: β= .12, p > .05).  ‘경력미래→경력몰입’ 경로에서는 관리자 직급에서는 유
의하였지만 사원 직급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사원 직급: β= .07, p > .05, 관리자 직급: β= 
.18, p < .05). ‘경력미래→조직몰입’ 경로에서도 관리자 직급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사원 직급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사원 직급: β= .07, p > .05, 관리자 직급: β= .17, p < .05). 또한, 
‘경력몰입→이직의도’ 경로에서도 사원 직급에서는 유의하지 못했고 관리자 직급에서는 유의
하였다 (사원 직급: β= -.04, p > .05, 관리자 직급: β= -.25, p < .001). 이 외에 다른 경로
들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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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직급 (N=192) 관리자 직급 (N=208)
β S.E. β S.E.

경력미래→경력개발
경력미래→직업효능
경력미래→경력몰입
경력미래→조직몰입
경력미래→이직의도
직업효능→조직몰입
직업효능→경력개발
직업효능→경력몰입
조직몰입→경력몰입
조직몰입→이직의도
경력몰입→경력개발
경력몰입→이직의도

.32***

.63***

.07

.07

.24***

.30***

.23**

.13

.31***

-.43***

.30***

-.04

.04

.06

.06

.04

.06

.06

.06

.10

.11

.15

.05

.09

.24***

.56***

.18*

.17*

.24***

.23***

.20***

.12

.37***

-.39***

.45***

-.25***

.04

.04

.06

.04

.07

.06

.06

.09

.10

.15

.04

.09

표 3-7. 무제약 모형의 직급 집단별 경로계수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직업효능=직업 자기효능감, 경력개발=경력 개발활동

   연령에 따른 다중집단 비교를 위해서 20대와 30대를 ‘청년층’으로 범주화하고 40대와 50
대를 ‘중장년층’으로 범주화했다. 직급의 상하위 다중집단 비교에서와 같이, 그림 4-4의 모형
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경력 몰입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형’과 아무른 제약을 가하지 
않은 ‘무제약’ 모형의 2 값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제약모형과 무제약 모형에 차이가 있었
다 (Δ2 (2) = 292.67, p < .001). 제약모형은 직급의 상하집단 간에 경로 계수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가정되고 무제약 모형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가정된다. 두 모형의 적합도
를 비교했을 때 무제약모형의 적합도는 CFI = .99, RMSEA = .06으로서, 제약모형의 CFI = 
57, RMSEA = .33의 적합도 보다 더 낫다. 따라서, 직급의 집단간 차이가 있다는 무제약 모
형을 채택하였다.  
   무제약 모형의 상하 직급간의 경로 계수를 표 3-8에 제시하였다. 청년층 대 중장년층 별 
경로 분석에서 ‘직업효능→경력몰입’ 경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직급: β= 
.12, p > .05, 상위 직급: β= .12, p > .05). ‘경력미래→경력몰입’ 경로에서 청년층에서는 유
의하지 않았고 중장년층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위 직급: β= .14, p > .05, 상위 직급: β
= .18, p < .05). 이 외에 다른 경로들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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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N=202) 중장년층 (N=198)
β S.E. β S.E.

경력미래→경력개발
경력미래→직업효능
경력미래→경력몰입
경력미래→조직몰입
경력미래→이직의도
직업효능→조직몰입
직업효능→경력개발
직업효능→경력몰입
조직몰입→경력몰입
조직몰입→이직의도
경력몰입→경력개발
경력몰입→이직의도

.28***

.63***

.14

.17*

.28***

.17*

.16*

.12

.31***

-.45***

.40***

-.14*

.04

.04

.06

.04

.06

.06

.07

.10

.11

.12

.05

.08

.24***

.56***

.18*

.17*

.24***

.23***

.20***

.12

.37***

-.39***

.45***

-.25***

.04

.04

.06

.04

.07

.06

.06

.09

.10

.15

.04

.09

표 3-8. 무제약 모형의 연령 집단별 경로계수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직업효능=직업 자기효능감, 경력개발=경력 개발활동

(3) 논 의

본 연구 3의 주요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경로 모형을 통한 결과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이직 의도, 및 경력 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경
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 의도 사이에 직무 태도인 조직 몰입과 경력 몰입이 매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었으며, 이 둘 사이를 각각 조직 몰입과 경력 몰입이 매개하였다. 세 번째 목적
은 각 변인들을 가설에 따라서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 집단에 따라서, 경로가 차이나는지 탐색
하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직급과 연령대의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서, ‘경력미래→경력몰입’과 
같이 집단별로 차이나는 경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1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입, 경력 개발활
동을 예측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는 경로모형에서 지지되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의 자기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노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자기 효능
감을 높이도록 이끌 수 있다 (Walker & Tracey, 2012). Parker와 Collins (2010)는 미래 지
향적인 관리자가 경력 계획을 많이 하여 경력에 몰입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Oritz (2012)는 
미래시간 조망이 개인의 조직 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
할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 직업에 대해 확신이 높고, 그들 직업에 대
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재 구성원으로 있는 조직에 높은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
을 것이다. 경력 분야 연구자들 (Marko & Savickas, 1998; Ringle & Savickas, 1983; 
Savickas, 1991, Silling & Schwartz, 1984)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개발에 중요하다
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미래시간 조망은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와 기대를 수립하며 동기화하
고 모니터링한다 (Husman & Shell, 2008). 미래 경력에 대해서 가치롭게 여기고 많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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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려 있다고 보며 현재 활동과 미래 경력에 연결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의 사람들은 현재 직무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경력 
개발활동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2에서 “직업 자기효능감은 경력 몰입, 조직 몰입, 경력 개발활동을 예측할 것이다”고 
예측했고 이는 지지되었다. 종업원들이 자기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경력에 더
욱 몰입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은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일관 관련되어져 있다 
(Cherniss, 1991). 가설 2에 대한 결과는 자기 효능감이 공공 부문 종업원들의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조직 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Mathieu 
& Zajac, 1990; Lee, 2012).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한 직업 자기 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만약 종업원들이 주어지는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면 그들을 더욱 경력과 조직에 몰입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가설 3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이직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경로모형의 구축과정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직 의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의
도가 상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는데 (r = .06, p>.05), 경로 모형에서는 유의하였다 (β= 
.23, p < .001). 이는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이 억제 효과 (suppression effect)를 나타
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억제 변인(suppressor variable)은 모형에 추가됨으로서 
다른 변인의 예측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Tzelgov & Henik, 1991). 본 모형에서는 조직몰
입, 직업효능감, 경력몰입, 경력 개발활동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이직 의도 사이에서 억제 
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변인들이 모형에 포함됨으로써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이직 의도에 대한 예측력을 높였을 것이다.  
   가설 4에서 “직업 자기효능감은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을 예측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고 
이는 지지되었다. Cherniss (1991)는 종업원들이 그들이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그들의 
경력에 몰입하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은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연구 3에서 이 결과는 국내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자기 효능감이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Lee, 2011). Mathieu & Zajac (1990)는 종업
원들의 자기 효능감이 조직 몰입을 예측하는 것을 보였다. 직업 자기효능감이 조직 몰입과 경
력 몰입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 3의 결과를 고려할 때, 종업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직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현재 소속된 조직과 경력에 대해 몰입하는 정도
가 더욱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3에서 직급과 연령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차이가 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령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에서는 20, 30, 40, 50대 별로 차이가 없
었지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요인에서는 변량분석에서 차이가 있었다. 평균값에서 30
대가 가장 기회를 높게 지각하고 50대가 가장 낮게 지각한다. 20대보다 30대가 더욱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데 30대에서 어느 정도 경력에 적응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갖추
어 나가면 본격적인 경력 개발과 관리활동을 하기 때문이고 20대에는 조직에 적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맡은 직무나 경력에 대해 탐색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Levinson (1989)은 30대에 자신의 꿈을 달성하려는 욕구가 강
해져서 후반에 정점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30대가 미래 시간 조망의 
기회 점수가 높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직급별로는 사원, 대리, 차장, 과장, 부장으로 나누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차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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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총점에서 사원과 과장이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대리, 차장, 부장이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조직에서 대리는 사원급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려는 단계이고 차장과 부장은 임원을 기대
하는 경력 단계이다. 반면, 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에서 차장이 되는 경우 국내의 여러 조
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승진이 이루어진다. 정리하자면, 대리, 차장, 부장급은 
수직적으로 경력 이동을 기대하고 사원과 과장은 다소 수직적임을 보인다. 본인의 경력 이동
에서 도전성이 요구되는 수직적 경력 이동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
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대리에서 가장이 되고 부장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그들의 경력
에서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 요인에 높을 수 있다. 연령대와
는 다르게, 직급 별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경력 기회와 관련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직급별 다집단 분석에서 사원 직급에서는 경력미래→경력몰입, 경력미래→조직몰입, 경력
몰입→이직의도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관리자 직급에서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
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몰입 및 조직 몰입의 관계와 경력 몰입과 이직 의도의 관계가 직급
이 조절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
을 때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이 높고, 경력 몰입이 높을 때 이직 의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연령별 다집단 분석에서 경력미래→경력몰입의 경력에서 청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
데 중장년층에서는 유의하였다. 이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몰입 사이에서 나이가 조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 때 더욱 경력 몰입이 높음을 시사한다. 직급과 연령에 대한 이러한 조절 효과는 
본 연구 3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향후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와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관련 메카니즘이나 변인이 어떤지 깊게 연구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연구 3의 시사점은 첫째, 이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직무 태도 변인
을 포함시켜서 연구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이직 연구는 종업원의 감정 (Mobley, 1977), 
행동적 의사결정 (Lee & Mitchell, 1994), 그리고 내포성 (Mitchell, Holteon, Lee, 
Sablynski, & Erez, 2001)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졌다. 본 연구는 이직과 관련하여 지각
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연계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3에서 직
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 조지 몰입을 통하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알았다. 
   둘째,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 경력 개발활동과 같은 경력 관련 변인에 시간의 관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통해서 연구
의 장을 열었다. 즉, 미래 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몇 몇 있지만 
(Walker & Tracey, 2012; Savickas, Silling, & Schwartz, 1984), 조직 행동에 미래시간 조
망을 다룬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미래 시간 조망이 강한 동기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Carstensen, 2006; Cate & John, 2997),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및 경력 개발활
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경력과 관련된 직무 태도
와 활동에서 선행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실무적 시사점으로서 만약 조직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입사 후보자들을 선발
한다면 조직에 유익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 3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조
직에 몰입하고 직간접적으로 이직 의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했는데, 경력 몰입이 일하는 시간, 직무 관여, 전문성과 같이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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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행동에 기여하기 때문에 경력 몰입을 높이는 것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Kaldenber, Becker, & Zvonkovic, 1995). 인사 부서에서 선발 평가 도구에서 하나의 준거
로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포함한다면 더욱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에서 이미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는 교육 부서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종업원들을 더욱 경력 영역에서 미래지
향적으로 만들고 나아가 조직 및 경력 관련 태도와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회사에 생
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3의 한계는 첫째, 이직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실질적인 이직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직에 대한 태도인 이직 의도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즉, 이직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제적으
로 이직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Mobely (1977)는 그의 이론적 
모형에서 이직과 이직 의도를 구분했다. 이직은 조직을 떠나는 것이고 이직 의도는 회사를 떠
나려는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가 높으면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Fishbein & Ajen, 1975). Steel과 Ovalle (1984)는 이
직과 이직 의도간에 .50의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비록 이론적으로 이직과 이직 의도
가 관련이 높다고 할지라도, 본 연구 3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영향을 받은 이직 의도가 
이직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뿐만 아니라 이직을 포함
한 설계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전체의 관심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예측 변인으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연구 2에서와 같이 연구 방법의 한계가 있다. 즉, 한 번의 설문 연구로는 예측 변인
과 결과 변인 사이의 인과성을 말하기에는 통계적인 한계가 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을 예측한다는 것을 더욱 신뢰롭게 보이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방법이
나 실험 연구 방법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즉,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측정하
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 변인을 측정하는 종단적 설계나, 경력 미래시간 조망
을 교육이나 실험 프로그램으로 처치하고 난 후에 결과 변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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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연구 4.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연구 2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하지만, 설문 
연구는 인광성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방법론 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성과 관련된 제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방법론적으로 타당하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을 밝힐 필
요가 있다. 
   연구 4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처치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었
다. 예비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기회, 유인가, 연결성의 세 하위 요인에 
기반하여 개발하였다. 연구 4-1과 4-2에서는 각각 직업교육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의 양적 통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연구 4-2에서는 양적 효과성 검증과 아울러 질적 차
이를 보기 위해서 경력 자서전을 사용하여 사전, 사후 및 실험, 통제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1. 예비 연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프로그램 개발

경력 미래시간조망이 기회, 유인가, 연결성의 세  요인으로 밝혀진 것에 기반해서 세 개의 모
듈을 구성하고 각각의 모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3차수에 걸쳐서 경력 미래
시간 조망에 대한 훈련이 90분 간 각각의 모듈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강사의 강의, 참가
자의 개인별 활동 및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 각 모듈의 목적, 세부 내용, 및 방법, 시간에 대한 것을 표 4-1에 제시하였다. 
   기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를 고취시키는 1차수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앞으로 본인에게 경력 상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가 높
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부각시켰다. TV 프로그램 ‘성공시대’에 방
영되었던 주인공 중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높은 인물을 선정하여 20분 가량 시청하게 하고 
주인공의 성공 요인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리하고 조별로 토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Cotle (1967)의 원그리기 검사를 활용하였는데, 참가자에게 세 개의 원을 각각의 크기를 임으
로 해서 겹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해서 그리게 하였다. 원그리기가 끝나면 “각각의 원이 당신
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의 상대적인 크기와 겹치거나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
까?”, “당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당신의 현재와 비교해
서 미래에 어떤 점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당신의 미래에 느껴지는 것을 긍정적인 세 단어
를 활용하여 기술해보세요”를 질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래에 자신의 경력에서 이
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세 개 이상 상세히 적고 조별 토론하고 대표로 한 사람이 
전체에서 발표하는 활동이 들어갔다. 강사가 수중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자라는 물고
기 ‘코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미래 경력의 기회를 넓게 열어두는 만큼 성장한다는 강의도 포
함되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도 포함되었다.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준비를 
한다. 어떠한 경력 기회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비젼과 목표를 가진다. 항상 좋
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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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를 높이기 위한, 2차수에서는 경력 미래시간의 유인
가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미래경력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프로그램이 구성하였다. 미래 경력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
과 그들의 장점에 대해서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신이 자각하는 가치를 발견하
는 단계로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흥미와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개인별로 정리하는 활동이 들어갔다. 미래 경력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로서 경력 가치 
나무 그리기가 포함되었는데 10년 후에 자라게 될 나무와 그 나무에 열매 맺은 과일을 그리
게 하고 각각의 열매에 경력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의 결실이 있을지 적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
되었다. 미래 경력 가치를 만들어가는 단계로서, 10년 후에 경력 가치가 열매 맺기 위해서 불
필요한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과 필요한 기술, 능력, 경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활동이 
들어갔다. 경력 미래 가치의 성공 단계로서, 10년 후에 경력 가치를 풍성하게 맺은 자신을 상
상하게 하고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하여 본인이 편지를 읽고 핸드폰으로 
저장하여 10년 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내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강사가 만원짜리 
지폐를 구기거나 발로 밟은 후, 돈을 아무리 더럽게 하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후에 각자의 미래 경력도 그 만큼 중요하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부여
하는 내용과 미래 경력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미래 경력 가치를 위해 현재 불필요한 것을 제
거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지 잘 파악한다. 자
신이 이미 선택한 길에 후회없이 확신을 가진다. 삶에서 열정의 엔진을 장착한다)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연결성.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3차수의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인 경
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 활동과 미래 경력이 연결되는 활동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연결성의 심리적 작용과 잇점에 대해서 설명
하는 강의가 포함되었다. 연결성의 3차수에서는 경력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염두하여 프로
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참가자들이 경력과 관련하여 1년, 3년, 5년, 10년, 20년 단위로 각각의 
구체적인 목표, 필수 준비 사항, 장애 요소, 개괄적인 실천 계획을 정리하게 하는 활동이 들어
갔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 단계에서,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성향과 가
치관, 필요한 역량/자격/훈련, 필요한 전문 지식, 학력 요건과 학점, 어학 능력/점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무화 능력, 학문적 아이디어의 각각 범주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과 회사
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둘의 간격을 채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개인이 정리하고 
조별로 발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가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일주일에 1번 이상 알람으로 설정하게 하고 그 
시간에 경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라는 메시지를 받도록 핸드폰을 조작하는 활동이 들어갔다. 
강사가 노아의 방주의 교훈을 설명하였는데, 노아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깎고 하나 하나 배의 부분을 붙여갔던 것처럼 각자의 경력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루의 경력과 관련된 활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의 강의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서 강의하였다 (미래 경력에 필요한 현재 활동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부족한 능력이나 경험을 
꾸준히 노력하여 보완한다. 넘어지거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간다. 나와 비
슷한 미래 경력을 꿈꾸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격려한다. 항상 나는 할 수 있고 잘하고 있
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선포한다).



- 88 -

표 4-1.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구성
차
수

모듈 목적 내용 방법 시간

1차

OT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 방식 인지

3차수에 걸친 전반적인 훈련 운영 
방식과 주의 사항 강의 10분

마음열기 팀별 어색한 분위
기 완화 종이로 탑 높게 쌓기 팀 활동 20분

기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이해
앞으로 삶에서 
개인의 경력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개념과 
내용 학습 강의 15분
미래 경력 기회를 많다고 생각하여 
성공한 인물 조명 비디오 20
미래 경력 기회를 많다고 생각하여 
성공한 인물 조명.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주인공의 경력 성공 요인에 
대해서 톤론

팀 토론 15분

Cotle (1967)의 원그리기와 참가자 
각자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 
미래 경력 기회의 정리 및 발표

개인적용 30분

개인의 경력관리와 개발에서 미래
의 경력 기회가 많다고 여기는 것
의 중요성 지각

강의 10분

2차 유인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 
이해
미래 경력의 
중요성 인식을 
높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유인가 개념
과 내용 학습 강의 20분
미래 나무에 경력 열매 그리기 개인활동 20분
10년 후 소중한 경력을 성취한 나
에게 편지 보내기 편지쓰기 25분
각자가 쓴 편지를 팀원 앞에서 읽
고 미래의 경력 유인가 다지기

촛불발표
녹음 15분

개인의 경력관리와 개발에서 미래
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것의 중요
성 지각

강의 10분

3차 연결성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 
이해
현재 활동하는 
것과 미래의 
이루어나갈 경
력을 연결시키
게 함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 개념
과 내용 학습 강의 20분
현재부터 20년 후 까지 5년 단위로 
경력 단계 만들기 개인활동 20분
현재 자신의 모습과 미래 경력의 
필요 요소에 근거한 로드맵 작성 개인활동 30

경력개발 및 관리를 위한 일주일간 
활동 계획하기 개인적용 10분

개인의 경력관리와 개발에서 미래
의 경력을 위해서 현재의 활동을 
연결시키는 것의 중요성 지각

강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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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4-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 검증: 직업학교 교육생 중심으로

연구 4-1에서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직업학교 훈련생들을 대상으
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첫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처치하고 난후 교육생들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전과 비교해서 증
가할 것이다. 둘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처치를 받고 교육생들의 경력 미결정은 줄어들고 경
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세웠
다. 

가설 1-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프로그램 처치전과 비교하여서 처치 후에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프로그램 처치 전과 비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것이
다.
가설 1-3. 프로그램 처치 전과 비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미결정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1-4. 프로그램 처치 전과 비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1) 방 법

1) 연구 참가자 

강남 직업전문 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는 2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남자는 14
명 (60.9%), 여자는 9명 (39.1%)이었다. 23명의 학생들은 2개 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 반은 
15명이었고 다른 반은 8명이었다. 직업 군인, 파티 플래너, 공무원, 원예업 분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0.17 (SD = 3.07)세였다.

2) 실험 절차 및 설계

본 연구 4-1은 세 시간의 심리학 수업 중의 전반부에 진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1주차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핸드폰으로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 설문을 하도록 
하였다. 지시에서부터 사전 설문을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2주차부터 
모듈이 진행되었다. 연구 둘째 주의 1차수에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 모듈이 처치되었고 
셋째 주의 2차수에는 유인가 프로그램이 처치되었으며 넷째 주의 3차수에는 연결성 모듈이 
처치되었다. 각각의 모듈은 강사의 강의, 참가자의 개인 활동, 조별 토론을 포함하여 총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전체 교육 시간은 4시간 30분이었다. 3차수가 끝난 후에 사후 설문이 사
전 설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두 개 반이 각각 운영되었다.
   본 연구 4-1의 실험 설계는 사전-사후 개인내 설계로 이루어졌다.  

3) 측정 도구

경력 미래시간 조망 
연구 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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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연구 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미결정
연구 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력탐색행동
연구 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연구 4-1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0 버젼의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탐색행동에 
대해서 응답한 사전과 사후 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사전과 사후 변화의 
값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효과의 크기를 분석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uccs.edu/~lbecker/)에 접속하여 실험 처치 효과의 크기인 Cohen‘s d를 분석
하였다.    

(2) 결 과 

1)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의 처치 후에, 처치 전과 비교하여 참가자들의 경력 미래시간 조
망에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치. t 값 및 
효과의 크기를 표 4-1-1에 제시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에서는 프로그램 처치 후
에 변화가 있었으며 중간 정도의 효과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t(22)= -2.65, p <.05, d = .59). 
차수별로 살펴보자면, 1차수 기회를 처치하고 난 후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 (t(22)= -2.53, p 
<.05, d = .57), 2차수 연결성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t(22)= -3.21, p <.01, d = .83). 
하지만, 3차수 연결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않았다 (t(22)= .15, p >.05, d = .04). 3차수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결과를 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처치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프로그램 처치전과 비교하
여서 처치 후에 증가할 것이다” 이 지지되었다. 

2)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의 변화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의 처치 전후에서 참가자들의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에서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치, t 값 및 효과의 크기를 표 4-1-1에 제시하였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 (t(22)= -2.65, p <.05, d = .59), 경력 탐색행동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t(22)= -2.29, p <.01, d = .50). 따라서, 가설 1-2 따라서, “프로그램 처치 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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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측정 사후 측정  t Effect siz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ohen's d)

기회
유인가
연결성
경력미래
경력 미결정
결정효능
탐색행동

5.59
4.20
5.55
5.12
2.63
3.60
2.99

1.06
1.05
.92
.77
.64
.44
.68

6.20
5.06
5.51
5.59
2.71
3.88
3.37

1.08
1.03
1.24
.83
.83
.56
.82

-2.53*

-3.21**

.15
-2.65*

-.73
-2.49*

-2.80**

.57

.83

.04

.59

.11

.56

.50

표 4-1-1.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N=23)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결정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
행동

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것이다”와 가설 1-4 “프로그램 처치 
전과 비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하지만, 경력 미결
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t(22)= -.73, p >.05, d = .11). 따라서, 가설 1-3 “프
로그램 처치 전과 비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미결정이 줄어들 것이다”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를 하면 개인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4-1의 경력 미
결정에는 프로그램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3)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변화의 관계

앞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전,후에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탐색행동
에서 향상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시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넓어져서 나타나는 변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
량과 경력 의사결정 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의 변화량 간에 상관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4-1-2에 제시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r = .56, p < .05). 경력 탐색행동의 변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보이지 않았다 (r = .27, p > .05). 이는 유의도 정도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23명이라는 작은 표본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의 변
화와 경력 탐색행동 간에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r = .53, p < .01).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개인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증가시킴에 따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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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기회  -
2. 유인가 -.01  -
3. 연결성 -.17  .61*  -
4. 경력미래  .35  .83**  .78*  -
5. 경력 미결정 -.25 -.18 -.26 -.35  -
6. 결정효능 -.01  .51*  .56*  .56* .20  -
7. 탐색행동  .53** -.01  .07  .27 .07 .37  -
평균 .61 .86 -.04 .47 .09 .37 .38
표준편차 1.15 1.28 1.42 .86 .57 .43 .66

표 4-1-2.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변인들 간 차이 값 상관 (N=23)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결정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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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4-2.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 검증: 대학생 중심으로

연구 4-1의 설계가 사전-사전 사후 개인내 설계였는데, 이는 사전 측정이 사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이월효과 (carryover effect)가 나타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4-1에서 경력 미결
정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직업 교육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 참가자들을 바꾸었을 때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
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연구 4-2에서는 사전, 사후와 실험, 통제가 포함되는 연구 설계
를 하여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4-1과 동일하게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4-2에서는 양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프로그램 
처치 후에 참가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탐색하기 위해서 경력 자서전을 사용할 것이다. 경력 
자서전은 서사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경력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며, 서사적인 방법은 개인의 
직업과 경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Bujold, 2004; Cochran, 1990; 
Savickas, 2005; Rehfuss, 2009). 즉, 경력 자서전은 개인의 서사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
는 유요한 도구이다 (Rehfuss,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타당한 연구 설계에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부가적으로, 참가자들의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변화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력 자서전을 통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연구 
2의 결과에 기초에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2-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 
가설 2-2.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
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과 사
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
가설 2-3. 경력 미결정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
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미결정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부적인 변화가 많을 것
이다.
가설 2-4. 경력 탐색행동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
을 것이다.

(1) 방 법

1) 연구 참가자 

경상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중이며 ‘생리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41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
으며, 남자는 17명 (41.5%), 여자는 24명 (58.8%)이었다. 이 중에 1학년 29명 (70.7%), 2학년 
2명 (4.9%), 3학년 7명 (9.9%), 4학년 3명 (7.3%)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0.93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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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세였다. 참가자들이 연구의 모든 절차에 참가했을 때, 코스웤의 100점 만점에서 10점
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2) 실험 절차 및 설계

본 연구 4-2의 진행을 그림 4-2-1에 제시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1주차에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하고 학생들에게 핸드폰으로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사전 설문을 하도록 하였다. 설
문이 끝나면 경력 자서전을 나누어 주고 10분의 시간 제한 안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지시에서부터 사전 설문과 경력 자서전을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35분 정도였다. 1주차
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선 할당이 이루어졌고 실험 집단에 21명 통제 집단에 20명이 
배정되었다. 2주차부터 실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구 둘째 주의 1차수에는 경력 미래시
간 조망의 기회 프로그램이 처치되었고 셋째 주의 2차수에는 유인가 프로그램이 처치되었으며 
넷째 주의 3차수에는 연결성 프로그램이 처치되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강사의 강의, 참가자
의 개인활동, 조별 토론을 포함하여 총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전체 교육 시간은 4시간 30
분이었다. 
   통제집단에서는 실험 집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내용 면에서 조직 심리학에서 
학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통제집단의 2주차인 1차수에는 ‘조직 문화’, 3주차인 2차수에는 
‘리더십’, 4주차인 3차수에서는 ‘조직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내용에 대한 교
육은 실험집단이 강의를 하면 통제집단에서도 강의를 하고 실험 집단에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에 토론을 하면 통제집단에서도 그렇게 했다. 통제 집단 교육도 강사의 강의, 참가자의 개인
활동, 조별 토론을 포함하여 총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전체 교육 시간은 4시간 30분이었다. 
   3차수가 끝난 후에 사후 설문이 사전 설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이 끝나면 
학생들은 10분 간 경력 자서전을 작성하였다. 동일한 연구자 1명과 보조 진행자 1명이 실험
과 통제 집단 모두에 들어가서 진행하였으며 실험자가 교육을 진행하고 보조 진행자가 유인물
을 나누어주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관련된 교육 진행상 필요한 것들을 보조했다. 
   연구 4-2는 2 (처치 vs 통제) × 2 (사전 vs 사후)의 혼합 설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검사를 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에 두 집단에 대해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사전검사(1주차)    무선화(1주차)      프로그램 처치 및 통제(2~4주차)     사후검사(4주차)  
                        

 1회기   2회기   3회기
         

ü 경 력 미 래
시간 조망

ü 경 력 의 사
결정 효능

ü 경 력 미 결
정

ü 경 력 탐 색
활동

처치
집단

통제
집단

ü 경 력 미 래
시간 조망

ü 경 력 의 사
결정 효능

ü 경 력 미 결
정

ü 경력 탐색
 1회기   2회기   3회기
             

 기회 유인가 연결성

조직문화  리더십 스트레스

         그림 4-2-1. 연구 진행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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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경력 미래시간 조망 
연구 4-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연구 4-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미결정
연구 4-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력탐색행동
연구 4-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래 경력 자서전
미래 경력 자서전은 Rehfuss와 Di Fabio가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Rehfuss, 2009; 
Rehfuss & Di Fabio, 2012). 국내에서 반재곤 (2014)이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그가 번역한 것에서 약간 수정하여 사용했다. “대학을 졸업한 5년 후에, 당신 인생의 희망이 
무엇이고 직업으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제한 시간 10분)”의 
지시문이 포함되어 있고 한 페이지에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4) 분석 방법

연구 4-2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0 버전의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미
결정,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탐색행동에 대해서 응답한 사전 자료를 활용하여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사전, 사후 시점과 실험, 통제 집단
간 2 × 2 반복 측정 변량분석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 3-1에서 사
용된 자료와 본 연구 4-2에서 실험 집단 자료를 합하여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변화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했다. 
   질적 자료는 Rehfuss (2009)가 사용한 주제들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탐색적 분야’, ‘일반적인 흥미에서 구체적인 흥미’, ‘애매한 직업에서 구체적인 직
업’, ‘방향성 없음에서 구체적인 방향’, ‘모호함에서 초점화된’과 같은 주제들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5개 주제 중에 하나라도 변화가 있는지를 실험과 통제 집단의 카이스케어 분석으
로 확인했다.

(2) 결 과

1) 프로그램 실시 전의 집단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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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적인지 혹인 이질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집단에 걸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경력 탐색행동에서 점수 차이가 있는
지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등분산성을 가정을 위해서 Lenven의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 (F = .35, p > .05),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F = .14, p > .05), 경력 
미결정 (F = .11, p > .05), 경력 탐색행동 (F = .45, p > .05)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즉, 모두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시켰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른 
독립 표본 t 검증에서도 경력 미래시간 조망 (t(39) = -.31, p > .05),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
능감 (t(39) = -.54, p > .05), 경력 미결정 (t(39) = -1.12, p > .05), 경력 탐색행동 (t(39) = 
.81, p > .05)은 각각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2) 프로그램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대한 시점과 실험, 통제에 따른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2 × 2 반복 측정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4-2-1에 제시하였다. 유인가 
(F = 14.79, p <.001, partial η2 = .28), 연결성 (F = 11.87, p <.001, partial η2 = .23), 및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총점 (F = 12.60, p <.001, partial η2 = .24)에서 상호작용이 유의하
였고 기회는 유의하지 못했다 (F = 2.93, p >.05, partial η2 = .07). 95%의 신뢰도에는 유의
하지 못했지만, 유의값이 .095를 보이므로 90% 신뢰도에서는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실험 집
단만 선택하여 사전, 사후의 표본 대응 t 검증을 했을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t(20)= -5.06, p 
<.001, Cohen's d = .1.38). 비록 통제 집단에서도 약간 변화했지만, 효과의 크기인 Cohen's 
d 가 매우 크다. 종합해 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경력 미래시간 조
망 태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가설 2-1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가 지지되었
다.  
   표 4-2-2에 사전, 사후와 실험, 통제간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
였다. 평균값을 이용하여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의 추세를 그래프를 그렸
고 그림 4-2-2에 제시하였다. 그림 4-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에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실험집단은 명확한 변화를 보였다. 이처럼,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
이 드러남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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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인 자유도 평균제곱 F p partial η2

시점

기회 1 5.42 3.52 0.68 .08
유인가 1 9.25 32.32 .000 .45
연결성 1 2.70 7.29 .01 .16
경력미래 1 4.90 19.35 .000 .33
경력미결정 1 2.19 15.66 .000 .29
결정효능 1 1.62 21.74 .000 .36
탐색행동 1 1.90 19.21 .000 .33

집단

기회 1 3.83 7.76 0.008 .17
유인가 1 1.57 1.39 .245 .03
연결성 1 .75 .62 .44 .02
경력미래 1 2.20 3.00 .092 .07
경력미결정 1 1.25 1.87 .18 .05
결정효능 1 .08 .16 .692 .00
탐색행동 1 2.45 2.87 .098 .07

시점*집단

기회 1 1.45 2.93 .095 .07
유인가 1 4.24 14.79 .000 .28
연결성 1 4.39 11.87 .001 .23
경력미래 1 3.19 12.60 .001 .24
경력미결정 1 .03 .24 .624 .01
결정효능 1 .48 6.45 .015 .14
탐색행동 1 .57 5.79 .021 .13

종속변인 통계치    실험(N=21)  통제집단(N=20)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기회 평균
표준편차

5.37
.24

6.06
.19

5.12
.25

5.25
.20

유인가 평균
표준편차

3.91
.16

5.03
.20

4.08
4.30

.17

.21
연결성 평균

표준편차
5.10
.21

5.92
.18

5.37
.21

5.27
.19

경력미래 평균
표준편차

4.79
.15

5.67
.15

4.86
.16

4.95
.16

경력미결정 평균
표준편차

2.80
.13

2.43
.15

3.01
.13

2.72
.15

결정효능 평균
표준편차

3.39
.12

3.83
.11

3.48
.12

3.61
.12

탐색행동 평균
표준편차

2.19
.15

2.66
.15

2.01
.16

2.15
.15

표 4-2-1.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결정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
행동

표 4-2-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종속변인데 대한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편차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결정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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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실험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평균 추세 

3) 프로그램의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대한 시점과 실험, 통제에 따른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2 × 2 반복 측정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4-2-1에 제시하였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F = 6.45, p <.05, partial η2 = .14)과 경력 탐색행동 (F = 5.79, p 
<.05, partial η2 = .13)은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경력 미결정은 유의하지 못했다 (F = .24, 
p >.05, partial η2 = .07).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경력 탐색행동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경력 미결정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2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
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
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는 지지되었고 가설 2-3 “경력 미결정이 집단
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경력 미결정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부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
리고 가설 2-4 “경력 탐색행동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
가 많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평균값을 이용하여서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의 추세를 그래프를 그렸고 그림 4-2-3에 제시하였다. 그림 3-2-3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험집단은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
처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드러남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4-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력 탐색행동에 대해서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에 거
의 변화가 없었지만 실험집단은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처럼,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드러남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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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실험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평균 추세

그림 4-2-4.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평균 추세

4)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경력 미결정, 및 
경력 탐색행동 변화의 관계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전,후에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탐색행동에서 
향상되는 변화가 있었다. 연구 4-1에서 표본과 연구 4-2의 실험 집단의 자료를 합하여, 변화
가 시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넓어져서 나타나는 변화인
지를 알아보았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량과 경력 의사결정 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의 
변화량 간에 상관분석을 했고 결과는 표 4-2-3에 제시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와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r = .50 p < .01). 경력 탐
색행동 (r = .15, p > .05)의 변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
력 미래시간의 하위 요인인 기회의 변화와 경력 탐색행동의 변화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r = .33 p < .05).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와 경력 미결정의 변화는 부적으로 상관이 나
타났다 (r = -.46 p < .05).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의 변화와 경력 탐색행동 간에는 유의
한 변화가 있었다 (r = .53, p < .01).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개인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증가시킴에 따라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킴을 나타낸다. 또한,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가적으
로,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변화에 따라서 경력 미결정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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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기회  -
2. 유인가 .20  -
3. 연결성 .11 57**  -
4. 경력미래 .58** .81** .80**  -
5. 경력 미결정 -.33* -.30** -.36* -.46**  -
6. 결정효능 .23 .41** .50** .53** -.13  -
7. 탐색행동 .33* -.01 .01 .15 -.08 .45**  -
평균 .65 .98 .37 .67 -.13 .40 .43
표준편차 1.11 1.10 1.27 .85 .59 .43 .60

주제 기술 내용
삶의 질
  성취 “상담사/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유학을 가는 것”, “영어 성적 높이는 것”
  관계 “결혼을 하는 것”, “남을 도우는 일을 하는 것”, “남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것”
  체험 “행복해지는 것”, “여행하는 것”
직업 열망에 대한 주제들
  긍정적 열망 “나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 “나는 임상사가 되고 싶다”, “남을 

도우는 직업”
  부정적 열망 “돈 걱정 않는 직업”

표 4-2-3.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변인들 간 차이 값 상관 (N=44)

주. 경력미래=경력 미래시간 조망, 결정효능=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탐색행동=경력 탐색
행동

5) 프로그램 처치 전후의 경력 자서전 변화에 대한 분석: 일반적인 주제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에 걸쳐서 단어나 어떤 주제에서 일관되고 유사하게 나타나
는 것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표 4-2-4에 제시하였다. ‘삶의 질’ 주제는 참가자들의 성취, 관
계, 안전, 경험과 같은 가치를 반영하고 ‘직업 열망에 대한 주제들’은 긍정적, 부정적 바램을 
나타낸다 (Rehfuss & Di Fabio, 2012). 예컨대, 성취관련하여 반복되고 일관되는 내용은 “상
담사/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 관계 관련하여서는 “남을 도우는 일을 하는 것”, 체험에
서는 “여행하는 것”이 있었고 직업의 긍정적 열망에서는 “나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 부정적 
열망에서는 “돈 걱정 않는 직업”이 각각 기술되었다.

표 4-2-4. 경력 자서전 사전, 사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

6) 프로그램 처치 전후의 경력 자서전 변화에 대한 분석: 특정한 주제들의 변화 정도

경력 자서전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Rehfuss (2009)가 사용한 주제들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탐색적 분야, 일반적인 흥미에서 구체적인 흥미, 애매한 직업
에서 구체적인 직업, 방향성 없음에서 구체적인 방향, 모호함에서 초점화된 것과 같은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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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3-2-5에 경력 미래시간 프로그램 처치 전과 후에 참가자들
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주제들에 대한 예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탐색적 분야. 경력 자서전에서 참가자들이 기술한 것은 일
반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탐색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졸업하고 5년 후
에는 상담교사 또는 노인 상담사가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에서 “이 후 박사학
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이후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한 다음, 상담기
관에 들어가서 실무 경력을 쌓고 이후 그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양
성해 가는 것이 제가 바라는 미래입니다”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흥미에서 구체적인 흥미. 참가자들 중에서는 사전 경력 자서전에서는 일반적인 
흥미를 기술하다가 실험 처치 후의 사후 경력 자서전에서는 구체적인 흥미를 보이기도 하였
다. 예컨대, “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가서 복합 문화센터를 세월 기금을 마련 할 것입니
다”의 일반적인 것에서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정부와 지역민들과 힘을 
합하여 복합문화센터(상담, 예술 공연 등을 시행)를 세우고 싶다”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 
   애매한 직업에서 구체적인 직업. 어떤 참가자들은 초기 경력 자서전에서 직업에 대해 애매
하게 기술하다가 사후 경력 자서전에서 구체적인 직업을 기술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다. 예
컨대, “일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희망사항입니다”의 애매한 것에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즐기고 있는 게임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난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게임 분야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
고 싶다”와 같이 구체적인 직업으로 변화되었다.
   방향성 없음에서 구체적인 방향. 여러 명의 참가자들은 초기 경력 자서전에서 삶과 직업에
서 방향성이 없다가 실험 처치 후에 방향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아직 구체
적인 계획도 없고 내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임
상심리를 전공한다. 임상 심리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임상심리사로 일한다”로 바뀌었다. 
   모호함에서 초점화된. 어떤 참가자들은 경력 자서전의 초기에는 삶과 직업에 대해 불확실
성에서 교육 처치 후에 초점화되는 것이 나타났다. 예컨대, “원래는 임상심리학에 관심이 많
았는데 군대 2년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게 맞는지도 이젠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대하고 복학했으니 학업에 전념하여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에서 “대학
을 졸업 후 3년 안으로 은행원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희망이고 대학을 졸업 후 5년 후엔 은
행원의 직장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것이다”로 바뀌었다.     
   본 연구에서 Rehfuss가 사용한 5개의 범주를 사용하면 표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
에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고 5개의 범주로 나눈 것이 어떤 면에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
져서 주제들을 통합하였다. 즉, 일반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탐색적 분야와 일반적인 흥미
에서 구체적인, 애매한 직업에서 구체적인 직업 주제는 ‘일반성에서 구체성’으로 통합하였다. 
방향성 없음에서 구체적인 방향성과 모호함에서 초점화된의 주제는 ‘방향성 없음에서 초점화
된’의 범주로 통합했다. 다섯 주제에 대해서 하나라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스케어 분석 
결과, 실험과 통제 집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χ2(1) = 5.9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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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주제 사전 사후

일반적인 분야
→

구체적이고 탐
색적 분야

“상담분야에 더욱 치중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청소년 상단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을 해줄 것이다”

“졸업하고 5년 후에는 상담교사 또
는 노인 상담사가 되면 좋겠다. 라
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후 박사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
하고 이후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
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한 다음, 상담
기관에 들어가서 실무 경력을 쌓고 
이후 그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해 가는 
것이 제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가서 석사
학위 유학을 할 것이다. 그렇게 임
상심리 석사학위를 딴 후 병원에서 
수습기간을 하고 있을 것이고, 임상
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딴 후 해외
에서 일 할 것인지 또는 국내에서 
일 할 것인지 정하고” 

“저는 지금 U.C 버클리 대학에서 임
상심리 박사 학위 취득 중에 있습니
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갈지, 미국에
서 직장을 구할지 정해져 있지 않지
만 일단 실습을 하며 3년 정도의 기
간은 미국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범죄자들을 위해 일하기 원
한다”

“내 인생의 희망은 범죄 심리학자가 
되어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는 상담사
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흥미
→

구제적인 흥미

“대학을 졸업한 5년 후 제 인생의 
희망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일
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심리상담
사나 치료사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
를 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에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하여 나의 전공에 
맞는 공부를 더 깊이 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가서 
복합 문화센터를 세월 기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정부와 지역민들과 힘을 합
하여 복합문화센터(상담, 예술 공연
등을 시행)를 세우고 싶다”

애매한 직업
→

구체적인 직업

“일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재미
가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희망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관심
이 있었고 또 즐기고 있는 게임 분
야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
에서 난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
고 게임 분야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
팅을 해주고 싶다”

“나는 내 전공을 살리고 싶고 직업
은 임상가와 상담가 사이에서 아직 
고민하고 있으나 둘 다 잡을 수 없
다면 상담가를 하고 싶다” 

“나는 임상심리사를 직업으로 삼고 
살고 싶다( 그 이유는 일이 동시에 
배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
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표 4-2-5. 경력 미래시간 프로그램 사전, 사후의 질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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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싶다)” 

방향성 없음
→

구체적인 방향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내 꿈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임상심리를 전공한다. 임상 심리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임상심리사로 
일한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좁아 지금 
당장은 미래에 흔히 사람들이 원하
는 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내가 대학이라는 곳
에 들어오고 그 중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한 이유를 아직까지 잊
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직업은 심
리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를 희
망한다” 

“대학 졸업 후 30대가 되어 내가 무
슨 인생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아
직 대학을 1년도 다니지 않아서 심
리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
에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여 대학원
에 가서 많은 심리학의 종류 중 무
엇을 선택 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공무원이다”

“임상심리를 더 깊게 배워서 임상
심리사가 되고 싶고 임상심리사가 
되고 나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면을 
보고 사람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
를 하고 싶다“

“대학 졸업 5년 후 00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면서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나면 
00병원에서 여러 증상의 환자들을 
진찰하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사
회로 나갈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고 싶다”

모호함
→

초점화된

“무분별하고 돈을 쓰지 않고, 언제
든지 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 
직업으로는 어디하나에 얽매여 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심리학을 활용하여 창업 
컨설턴트가 되어 프리랜서로 다양
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세계최고의 의류 브랜드 회사
를 창업 할 것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관광 
안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
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많이 만나
서 한국의 어떤 문화 상품, 디자인 
등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아보고, 외
국에 있는 원단 회사에 1년간 일하
면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입
니다. 외국에 한류를 반영한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고, 또 10년 
후 창업을 준비하거나 회사를 운영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도와
줄 수 있는 경영 컨설턴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원래는 임상심리학에 관심이 많았
는데 군대 2년의 공백기를 가지면
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게 맞는

“대학을 졸업 후 3년 안으로 은행원
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희망이고 대
학을 졸업 후 5년 후엔 은행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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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젠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대하고 복학했으니 학업에 전념
하여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장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것이
다”

“마음 같아서는 미술 치료사가 되
어 어른, 아이 상관없이 그들을 치
료해주고 싶다”

“아동, 성인, 노인 할 것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술이나 
음악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 105 -

4. 논 의

연구 4의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
는 것이었다. 예비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세 요인에 기반하여, 경력 미래시간의 
기회 모듈, 유인가 모듈, 연결성 모듈을 제작하였다. 연구 4-1에서는 사전, 사후 설계에서 직
업 전문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관련 변인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여, 프로그램 처치 전에 비교해서 후에 경력 미래시간 조
망,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경력 
미결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4-2에서는 실험, 통제와 사전, 사후의 혼
합 설계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집단 (실험, 통제)과 시점 (사전, 사후)간에 상호작용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 경력 의사결정 자
기효능감, 및 경력 탐색행동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경력 미결정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3-2에서 양적 연구와 함께 경력 자서전 기술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Rehfuss (2009)의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사전, 사후 간에 경력 관련된 주제들
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4-1의 가설 1-1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프로그램 처치전과 비교하여서 처
치 후에 증가할 것이다“고 기대하고 연구 3-2의 가설 2-1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집단
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으
며, 두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직업 훈련생과 대학생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연구 4-1에서 연결성 모듈에서는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연구 4-2에
서는 90%의 신뢰도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지만 95%의 신뢰도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각 모듈의 미진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기반한 경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Marko와 
Savickas (1998)이 경력 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목표와 
장기적인 개인의 방향성이 높아지는 효과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반재곤 (2014)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미래 시간 조망을 증대시키는 효과성의 결과를 보였다. 이
러한 선행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높이는데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4-1의 가설 1-1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프로그램 처치전과 비교하여서 처치 후
에 증가할 것이다“고 기대하고 연구 3-2의 가설 2-2에서는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집
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
단보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기
대하였으며, 두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참가
자들의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 연구
들 (Walker & Tracey, 2012; 박인조 & 이주일, 2014)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한다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연구이다. 즉, 실험을 통한 인과성을 
통해서 시간 조망의 역할을 검증했고,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에서 영역 특정적인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의 개념이 포함됨으로써 경력과 관련된 더욱 직접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연구 4-1의 가설 1-3에서 “프로그램 처치 전과 비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미결정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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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연구 4-2의 가설 2-3에서 “경력 미결정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호작용
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미결정에 대
한 사전과 사후의 부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두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하
지 못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적인 설명을 하자면, 첫째 경력 발
달 단계로서 참가자들의 연령대인 20대 초반이 미결정이 심한 단계일 수 있다. Holland 
(1954)는 경력 미결정을 개인의 정체감 및 흥미가 무르익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반
면, Super (1953)와 Osipow (1999)는 경력 미결정을 경력 발달의 한 단계로서 이해한다. 만
약, Super와 Osipow의 관점을 따른다면,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과 직업 교육생은 20대 초
반으로서, 성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 시기가 경력 미결정이 높은 단계로 
이해한다면 프로그램 처치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
째, 다른 대안적인 설명으로는 경력 미결정 초기 점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 
4-1에서 참가자들의 미결정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63이었고 연구 4-2에서는 2.80
이었다. 이는 중간인 3보다 밑도는 점수로서, 처치 후에 변산이 생기기에 미결정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셋째, 경력 미결정 자체가 성격 특성처럼 잘 변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Di Fabio 등 
(2013)은 경력 의사결정이 자신의 흥미, 유능성, 삶의 목표, 기대, 선호도 등 고려해야 할 것
이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력 의사결정을 잘 할 있다는 확
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결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4-1의 가설 1-4에서는 “프로그램 처치 전과 비교하여 처치 후에 경력 탐색행동이 증
가할 것이다”라고 보았고 연구 3-2의 가설 2-4에서는 “경력 탐색행동이 집단과 시점 간에 상
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경력 탐색행
동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보았으며, 두 연구에서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경력 탐색행동을 증가시켰다
는 의미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인 것은 태도를 좋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결과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조망을 높게 가진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취하고 내재적 동기로서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Bilde, Vansteenkiste, & Lens, 
2011). 이주일 (2013)은 노년의 시간 조망에서 개인차가 날 수 있고 현재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또한, 박인조와 이주일 (2014)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개발활동
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상관 연구에서 인과성이 명확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개발활동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혔다. 
   본 연구 4-2의 질적 분석에서는 경력 자서전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Rehfuss (2009)가 사
용한 주제들에 따를 변화를 탐색했다. 프로그램 처치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전 경
력 자서전에서보다 프로그램 처치를 받은 후인, 사후 경력 자서전에서 내용을 더 풍성하게 기
술했지만, 통제 집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5개의 변화 주제인, 일반적인 분야에서 구체
적이고 탐색적 분야, 일반적인 흥미에서 구체적인 흥미, 애매한 직업에서 구체적인 직업, 방향
성 없음에서 구체적인 방향, 모호함에서 초점화된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주
제에 상응하게 변화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참가자들
의 세부적인 변화와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바뀌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4의 실용적 함의는 첫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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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과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한다는 측면에 있다. 즉, 향후, 대학에
서 교수나 상담사들이 학생들의 경력 의사결정을 돕고 미래를 위한 경력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
다. 다음으로, 경력 미래시간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진로 의사결정이나 탐색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교육계에서 조기 직업 탐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자유 학기제가 시
행된다. 자유학기제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에 대한 시간적인 심리적인 관점을 변화시킴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진로 탐색 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에 참가
하게 되면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신에 적합한 진로를 찾는
데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학생들은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
공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인데, 정보나 자신감이 부족하면 진로 미결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향후, 고등학생들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 본인의 성향,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여 미래 진로와 관련된 전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및 실용적 함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4가 가지는 몇 몇 한계가 있다. 첫
째, 연구 4-1에 미래시간 조망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연결성에서 사전, 사후 변화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3-2에서 기회에서 실험과 통제의 상호작용 유의도
가 .095였는데 이는 95% 신뢰도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값이다. 비록, 전체 경력 미래시간 조
망 점수에는 두 연구에서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각각에서 이러한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점을 볼 때, 프로그램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와 ‘연결성’ 차수의 내용을 점검할 필요
가 있다. 즉, 각 요인의 변화가 사전, 사후와 실험, 통제 간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둘째, 연구의 설계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
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다면 처치가 끝나고 1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사전, 사후와 실험, 통제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실험 설계로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3-2에서 상
호작용이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과 경력 탐색행동에 대한 효과의 크기
가 작다. 이 결과가 피험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자 선택과 할당으로 인한 영
향으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다른 표본을 가지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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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종합 논의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개념을 만들고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
사결정, 직무 태도, 및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을 개념화하여 척도를 제작하고 타당화하였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하위 요인으로
써, 기회, 유인가, 연결성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각각 3개인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경력 미
래시간 조망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과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목적으로 설문지 연구를 했을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
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경
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못했다. 연구 3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50명 이
상의 사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그 결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업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경력 몰
입 그리고 경력 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4에서는 경력 미래
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와 경력 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한 경로모형을 구축하였고 집단
에 따라서 회귀 경로의 차이점도 탐색하였다. 연구 4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인과적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설문지 연구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실험법을 적용하
여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이 경력 의사결정과 경력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그 결과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후에,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아진다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기반한 교육이라는 것을 나타냈었
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후에,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탐색행동을 
높인다는 사전, 사후 피험자 내 설계를 통한 연구와 집단(실험, 통제) × 시점(사전, 사후) 혼합 
설계를 통한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하지만, 실험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후에, 
경력 미결정에 대한 변화는 유의하지 못했다. 
   연구 목적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종합하여 상세히 논의하자면, 첫째 연구 1을 통해서, 경
력 미래시간 조망이 기회, 유인가, 연결성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탐색할 수 있었다.   
Lang과 Carstensen (1994)의 미래시간 조망이 주로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 
문항이 구성되었는데, 경력 미래시간 조망 문항 제작 과정에서 이를 기초한데서 기회가 요인
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 또한, Husman과 Shell (2001)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는 유인가와 연
결성이 하위 요인으로 나뉘어져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를 기반하였으므로 유인가와 연결성 요
인이 나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교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고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구성 타당도가 있
다는 것을 확인했다. Rasch 평정 모형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Rasch 
평정 모형의 결과 문항의 적합도와 문항 곤란도 측면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9개 문항 각
각이 척도의 문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점을 넘어섰다. Rasch 평정 모형의 문항 적
합도와 문항 곤란도를 통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심리 측정 도구로서 더욱 세련되고 
표준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홍세희 & 조용래, 2006). 
   Husman과 Shell (2001)의 유인가와 본 척도의 유인가 간의 상관이 다른 요인들 간의 상
관보다 더 높았고 Lang과 Carstensen (1994) 척도가 기회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6개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이 척도와 본 척도의 기회간의 상관이 둘 간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 높게 나왔
는데, 이를 통해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가 수렴 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총점과 외향성 및 성실성과는 상관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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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호성, 개방성, 신경성과는 상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기회와 외향성 및 성실성, 유인
가와 성실성, 연결성과 외향성 및 성실성과는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나머지 관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본 척도가 심리 구성개념을 잘 변별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주간의 시간 간격의 검사-재검사에서 급내상관 계수가 양호한 값을 보여서 본 척도가 
신뢰도가 보증되었고 안정성을 지닌 척도라는 것을 시사했다. 
   둘째, 본 연구의 2와 4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가정을 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설문지를 통한 연구 2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았다. 경력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이 경력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미래 시간 조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Walker & Tracey, 2012). 연구 4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경력 의
사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였는데, 이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았지만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
감이 결과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설문지 연구인 연구 2와 실험 연구인 연구 4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이 미래 경력에 기회가 많고 가치가 있으며 지금의 활동과 연결성
이 높다고 지각할 경우 경력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높아진다는 시사점을 가진
다.
   셋째, 연구 2와 4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보았으며 이는 방법론에 따라서 교차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설문지법을 통한 연구 2에서
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경력 미결정을 낮게 평정하여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
다. 하지만, 교육 실험 처를 통한 연구 4에서는 개인내 설계와 혼합 설계 둘다에서 미결정이 
줄어들지 않았다. 연구 3의 논의에서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력 발달 단계의 
과정상 쟁점, 변산성이 낮은 문제, 경력 미결정의 특성과 같이 세 가지 대안적인 설명을 하였
다. 연구 2의 설문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것에 비추어 볼 때, 논의한 세 가지 중에서 적어
도 경력 발달 단계의 쟁점이나 변산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미결정과 관련성은 있지만, 특성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설명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경력 의사결정이 자신의 흥미, 유능성, 삶의 목표, 기대, 경로 선호도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
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이다 (Di Fabio 등, 2013).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
램의 처치로 인한 효과성으로써, 경력 의사결정을 잘 할 있다는 확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과의 상의, 택하고자 하는 경력에 대한 정보
와 같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결정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미결정과는 연
관성이 있지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결정이 줄어든다는 인과성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넷째, 연구 3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
이 조직 몰입,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이 높았다.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의 
자기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태도와 노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도록 이끌 수 있다 (Walker & Tracey, 
2012). 미래 지향적인 관리자는 경력 계획을 많이 하여 경력에 몰입한다 (Parker & Collins , 
2010). Oritz (2012)는 미래시간 조망이 개인의 조직 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
다. 본 연구 3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미래시간 조망과 비슷하게 
조직 몰입,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력 미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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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소속된 조직에 더욱 많이 몰입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으며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력에 몰입하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는 연구 
2, 3, 4에서 교차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2의 경로 모형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 연구 2에서 논의 하였듯이, 경력 미래시간 조망과 경력 탐색행
동 간에 정적인 연합이 있었다 (r =.23, p = .01). 혼입 변인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으로서 둘간의 관계를 증대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기때
문에 (Kinnon, Krull, & Lockwood, 2000), 모형에 투입된 경력 미결정이나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혼입변인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같다. 연구 3의 종업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경력 개발활동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4에서 경
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 처치 후에 경력 탐색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종합해 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이나 경력 개발활동과 같은 경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시사한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척도가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에 비해 더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추가 자료 수집과 결과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 (β = .15, p < .01). 이론적인 측면의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들로써, 조망을 높게 가진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취하
고 내재적 동기로서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Bilde, Vansteenkiste, & Lens, 2011). 박인조와 이
주일 (2014)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개발활동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
였다.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2, 3, 4 및 추가적인 자료 수집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을수록 경력 활동인 경력 탐색행동과 경력 개발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학생과 종업원들의 경력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론적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첫째, 경력 시간 조망 개념을 세우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했다는 것이다. Bandrua (1977)는 자기효능감이 일반적인 것에서 영역 특정
적인 자기효능감을 구분한 것에 착안하여, 미래시간 조망이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에서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Zacher와 Frese 
(2009)는 일반적 미래시간 조망에서 직업 미래시간 조망을 구분하였고 그들의 연구에서 척도
로서 사용하였다. 직업은 경력과 다른 영역이므로 이를 구분하고 개념화하였다. Lang과 
Carstensen (1994)은 미래시간 조망을 주로 미래에 개인이 가질 기회에 초점을 맞춘 면이 있
고 Husman과 Shell (2001)은 미래시간 조망을 유인가와 연결성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
다. 하지만, 척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했을 때 이 세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되는 것이 온전
하게 미래시간 조망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었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를 만들 때, 각각의 
연구자들이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관점을 통합하였고 이에 따라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기
회, 유인가, 연결성의 관점에서 개념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더욱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둘째, 의의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의사결정,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심리학
에서 의사결정, 태도, 행동은 다른 구성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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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영역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경력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e.g. 
Hatman & Betz, 2007; Fouad et al., 2002; Emmerling & Cherniss, 2003; Downing & 
Nauta, 2010; Leong & Chervinko, 1996)에서 특성 5요인, 통제의 소재, 정체성, 애착 등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였구하였다. 최근에는 미래시간 조망을 예측 변인으로 하여, 
Walker와 Tracey (2012) 그리고 국내에서는 반재곤 (2014)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일반적인 미래시간 조망에서 영
역 특정적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으로써 경력 의사결정 연구를 확장하였다.
   조직 몰입, 경력 몰입, 및 직업 자기효능감의 예측 변인으로서 이 분야 연구자들 (e.g. 
Bishop, 1990; Schyns & Von Collani, 2010; Speier & Frese, 1997; Near, 1989; Stumf 
& Hartman, 1984; Eisenberger & Stinglhamber, 2011; Sluss, Klimchak & Holmes, 
2008; Wallace, 1955)은 이러한 변인들의 예측 변인으로서 직무 특성, 역할 갈등, 인사 시스
템, 일의 전문성, 성격 변인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미래시간 조망과 관련하여 Ortiz (2012)
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지만, 이 영역에서 시간 관점으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조직 몰입, 경력 몰입, 및 직업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경력과 관련된 시간 관점에서 태도가 직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경로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
망의 영향을 받은 직무 태도관련 변인들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직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모형인 Mobley (1977)는 조직 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변인을 
이직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그 이후 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급여, 상사와 관계, 
조직의 내재성 등의 변인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처럼, 경력 몰입이나 직업 자기효능감 
같은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켜서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점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
나인 이직을 설명하는 모형을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변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이직을 설
명하는 모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경력 개발행동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 (e.g. Greenhaus, 1985; Rogers et al., 2008; 
Creed et al., 2007; Strauss et al., 2012; Forret & Dougherty, 2004; 김성남, 2011)은 
조직 내에서 상사의 지원, 종업원의 경력 계획, 성격 변인, 경력 효능감, 네트워킹 등에 초점
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Parker와 Collins (2010)은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미래 지향성이 경력 계획과 같은 주도적인 경력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고 박인조와 
이주일 (2014)는 노인을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취하고 내재적 동기로서 학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de Bilde, Vansteenkiste, & Lens, 2011). 본 연구에는 이들의 연구에 더 나
아가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경력 탐색행동과 경력 개발활동에 중요한 예측 변인 중에 하나라
는 것을 보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실무적 함의

본 연구와 실무적 함의는 첫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의 경력 연구 분야에로의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영역 특정적인 미래시간 조망 척도 중에 하나인, Zacher와 Frese가 



- 112 -

사용한 직업 미래시간 조망 척도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기에 적절하게 문항
들이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경력 영역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척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경력과 관련된 연구와 직장인의 경력 관련 연구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증진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경력 의사결정 효능
감과 경력 탐색행동을 높일 수 있고 경력 미결정을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상담 교사나 대학교에서 지도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담할 때,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기반한 상
담을 했을 때 학생들이 더욱 자기 경력을 잘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미결
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 증진 프로그램을 경력 탐색 단계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실
시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본인의 경력을 모색해나가는데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가지지 못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을 실
시함으로써 구직효능감이나 활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미래시간 조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제 2의 경력 
단계에서 선택의 불안을 줄이고 더욱 확신있게 다음 경력을 준비하거나 은퇴하고도 기존 경력
을 계속 쌓아가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조직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 조직에 이득을 가
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속된 조직과 하는 일에 대해서, 경
력 미래시간 조망이 낮은 사람과 비교하여 더욱 높게 몰입하고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이직 가
능성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 부서에서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는 평가 요소로서, 경
력 미래시간 조망을 고려한다면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태도를 지닌 잠재적인 종업
원을 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
들을 태도 교육의 일환으로써, 조직의 교육 부서 주관으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면,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직업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멘티에게 상사가 미래 시간 조망을 키워
주는 코칭을 함으로서 현재 직무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임하게 리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적인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미래 시간 조망을 높게 갖는 것은 직무 열의나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데 잇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가 많은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장점을 가지지만 한계 또한 몇 가지 있다. 첫째, 척도 
개발과정에서 직업 전문학교에서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74명이 포함되었기는 하지만, 대
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이었다. 물론, 연구 3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반화시키기는 하였지만, 앞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
다. 예컨대, 향후 연구에서 진로 탐색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본 연구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해서 3주간의 시간 간격을 두
고 두 번 본 척도를 연구 참가자들이 평정하게 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월 효과 (carry 
over effect)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긴 기간 동안에 검사-
재검사를 실시하는 연구를 보충하여서, 척도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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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 미결정이 변화가 없었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미결정의 심리적인 경향상 처치에 따른 효과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향
후 연구에서 이를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변인으로서 성격 변인을 통제한 
설계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 2에서 외향성, 신경성, 자아탄력, 자기통제와 같은 
성격 변인이 경력 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은 점을 고려하여, 통제 변인으로서 이
러한 변인을 투입한 실험 설계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미결정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4의 프로그램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연구 4-1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하위 요인인 연결성에서는 프로그램 처치, 전후에 변화가 
없었다. 또한, 연구 4-2에서 기회 요인의 상호작용이 90% 신뢰도에서는 유의하였지만, 95%
의 신뢰도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연구 4-2에서 실험 처지 집단과 통제 집단 둘 다 사전, 사
후의 변화가 유의하였는데, 통제 집단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기회가 높게 나온 것은 본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선배가 심리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앞으
로 본인도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두 연구 모
두 전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은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변화에서 그 효과성이 나타났지만, 각 
요인을 완벽하게 증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효과성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내용, 
전달하는 강사가 문제일 수 있는데, 향후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생들의 중간고사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3주간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연구 목
적이 아닐 경우 프로그램 내용을 보충하여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인 강사가 내용을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하는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넷째, 경력 미래시간 조망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본 연구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문 연구에서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들의 관계를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성
이 보장되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비즈니
스 쟁점이 되지 않는데, 몇 시간을 내어서 종업원들을 교육에 참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밝혀졌고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직업 자기효능감,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이직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장점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의 인적
자원 부서에 접촉하여 교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조직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
육을 진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처치 효과가 직무 태도 적용되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조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연구에서 포함
되지 않은 직무 만족이나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조직 내 개인의 태도와 심리적 경험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력 미래시간 조망이 높으면 현재 하는 일이 경력과 관련될 경우
에 직무 만족이 높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발생하여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
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에서 조직의 미래시간 조망의 개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조직에 기회가 많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조직 미래시간 조망’을 개념화하고 척도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의 효과성을 경력 탐색 단계에 있는 중
학생이나 1차 직업을 퇴직하고 2차 직업에 종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는지 연구하는 것도 흥미있고 학교나 조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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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간

그

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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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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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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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미래 경력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앞으로 나의 미래 경력에서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미래 경력을 위해서 현재 개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사람들이 미래의 본인 경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야 한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보다 미래 경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게는 앞으로 이루어나갈 경력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미래 지향적인 경력 목표를 정하는 것이 단기적으
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미래의 경력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씩 나아
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미래 경력은 가능성들로 가득차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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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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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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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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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1. 내 미래에는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2. 나는 앞으로도 새로운 목표들을 많이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3. 내 미래에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4. 내게는 여생이 많이 남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5. 내 미래는 무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1. 경력 미래시간 조망 척도

부록 2. Lang과 Carstensen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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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나는 미래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7. 내 인생에는 많은 시간이 있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8.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간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9. 내 미래의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10.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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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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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다

그

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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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다

약

간

그

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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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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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

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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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 낭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현재 하는 일은 10년 뒤에 일어날 일에 거의 영향을 주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현재하는 일은 미래의 안정을 위한 작은 단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현재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5년 또는 10년 안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목
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삶이 너무 불확실해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현재 하는 일은 장래를 결정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미래에 얻게 되는 것보다 현재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5년 또는 10년 안에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미래 목표
를 가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미래에 대해 너무 고심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미래에 성공하는 것보다 현재 성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에 크게 고민하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3. Husman과 Shell의 미래시간 조망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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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된다.

14
미래에 일어날 기쁨보다 현재 즉각적인 기쁨이 더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미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한 단계씩 밟아 나가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현재 행동하는 것의 지침이 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내가 현재 느끼는 것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더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장기적으로 내가 어
떻게 느끼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원하는 것 보다 미래에 중
요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장기적인 미래 경력 만족이 현재 경력 만족보다 더 중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현재 원하는 것을 사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현
재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특성 5요인 (빅파이브)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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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9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지러지면 즉각 청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쉽게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6 사교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18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이해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1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 물건들을 잘 정돈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35 여러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사람들과 별로 할 얘기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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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일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9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42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3
물건들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
는다. ① ② ③ ④ ⑤

44 쉽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45 추상적인 관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6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과묵해 진다. ① ② ③ ④ ⑤

47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8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자주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50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의 원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항상 내 동료들의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감정
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항상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노여움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겪는 어려
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관찰하는데 뛰어나
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5 정서지능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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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정말로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에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매우 화가 날 때 항상 빨리 진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항상 내 자신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항상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 시키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뛰어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건설적인 변
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만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직면하면 그
것을 바르게 고 친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떤 불평등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다면 나는 달성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내 아이디어가 
최선으로 선 택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 추진 시, 항상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만일 내가 신념이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실현을 막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6. 주도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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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끔씩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끔씩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실패만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친구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 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부록 7. 자존감 척도

부록 8. 자아탄력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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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매일의 생활이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차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① ② ③ ④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매우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전혀 통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번

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
문에 가만히 있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장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 여러 가지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직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직장에서 과거의 경험은 나의 직업적인 미래를 잘 준비시켰
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직장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9. 자기통제감 척도

부록 10. 직업 자기효능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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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현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조직에 대해 죄책감
을 가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직장에 남아있어야 할 어떤 의무도 없
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조직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지 않는
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이 조직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직을 고려할 때 현재의 조직을 떠나서 다른 대
안을 찾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장을 옮기
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현재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현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지금 이직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만악 내가 지금 이직을 하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
이 혼라스러워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현재 내가 원한다고 해도 지금 이직하는 것은 어
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회사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금 내가 이 조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해서라
기보다는 필요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직의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대안이 많지 않
다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조직에서 평생 근무하면 행복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조직은 내가 충성심을 보일 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11. 조직 몰입 척도



- 137 -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장
을 옮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제공하
는 직장이 있으면 옮길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동일한 보수에서 직무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경력을 유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직업분야에서 내 경력을 유
지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
는 현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현 직업 분야에
서 계속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직업이 평생 직업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직업에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관심을 가지는 직업들에 대해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내가 ① ② ③ ④ ⑤

부록 12. 경력 몰입 척도

부록 13. 이직 의도 척도

부록 14. 경력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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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5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좋아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감수하기 어려운건지를 
구분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과정(교육과
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희망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취업면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첫 번째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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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 지를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 지를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 지를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결
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까지 나는 진로 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
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
고 또 당장 진로 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
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
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 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진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
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전공 분야가 내게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
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3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나는 
나의 당장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
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부록 15. 경력 미결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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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
택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
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
갈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이(가) 되
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신문,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읽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구인광고를 보며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미리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입사지원서 초안을 미리 작성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관련 서적이나 기사를 읽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수시채용 대비, 미리 이력서를 제출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내의 취업정보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외부의 취업알선기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수, 친구, 선후배와 채용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관심 있는 직장에 대해 조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관심 있는 직장의 내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가족, 친지와 구체적인 채용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16. 경력 탐색행동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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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현재의 경력에서 만족스러운 점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경력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예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기술, 지식, 태도 
등)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요구조건(예 : 
급여, 근무지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여건 중에서 목표달성의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경력개발에 유용한 학습자료, 경험, 생각, 
네트워킹 등을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관심분야를 정해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에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자기개발 실행과정을 평가하고,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개발활동 시 필요한 수단(예 : 코칭, 멘토링 
등)을 지원 받을지를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17. 경력 탐색활동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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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졸업한 5년 후에, 당신 인생의 희망이 무엇이고 직업으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
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제한 시간 10분).

부록 18. 미래 경력 자서전
미래 경력 자서전

이름:                         학번: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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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치 통제

1

하경서 회장의 경력 미래시간 조망

1.하경서 회장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
라 생각하십니까?

2.나에게 적용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
습니까?

학교 조직 문화

1. 관료제 조직문화의 장점과 단점

2.어떻게 우리 학교 조직문화에 적용
2 나의 경력 미래시간 원 그리기 한국 사회 조직문화 원 그리기

3

미래 경력에서 가지거나 이룰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1)
2)
3)
4)
5)

조직 문화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 적어보세요!

1)
2)
3)
4)
5)

4

나의 미래 경력 ‘기회’ 선언문

나____의 미래 경력에 많은 기회가 
있다.
나____는 새로운 기회를 항상 취할 
수 있다. 
나____는 미래 경력에서 성공할 확신
이 있다.
나____의 미래 경력은 많은 가능성들
로 차있다.
나____는 미래 경력에서 최고가 될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 학교 조직 문화 개선 선언문

나____는 우리 학교 조직 문화가 좋다

나____는 우리 학교 조직 문화의 주인
이다.
나____는 우리 학교 조직 문화를 위해
서 노력한다.
나____는 우리 학교 조직 문화가 발전
될 것을 믿는다.
나____는 우리 학교 조직 문화를 발전
시킬 능력이 있다. 

부록 19. 첫 번째 회기 유인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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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치 통제

1

자신의 흥미와 가치 탐색

1.직업의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
진 흥미는 무엇입니까?

2.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종 대왕의 리더십

1.세종 대왕에게 보이는 리더십은 어떠
했습니까?

2.나의 리더십 스타일과 세종 대왕의 리
더십 비교

2 나의 미래 경력의 가치 나무 그리기 리더십 나무 그리기

3

미래 경력의 가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과 개발해야 되는 것 정리

1.잘라내야 하는 것
1)
2)
3)
4)
5)
2.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험/능력/기술
1)
2)
3)
4)
5)

본인의 리더로서 자질과 불필요한 것들 
정리

1.단점이 되어 고쳐야 하는 것
1)
2)
3)
4)
5)
2.리더십에 도움이 되는 경험/기술/성품
1)
2)
3)
4)
5)

4

나의 미래 경력 ‘유인가’ 선언문

나____가 성취할 미래 경력은 매우 
가치있다.
나____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현
재 매진한다. 
나____의 미래 경력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다.
나____는 미래 경력 성공을 위해서 
현재 절제할 수 있다.
나____는 미래 경력에서 가치있는 결
실을 맺을 수 있다. 

나의 리더십 선언문

나____는 리더십이 있다.

나____는 우리 과의 리더로서 생활한
다.
나____는 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다.
나____는 리더로서 절제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
나____는 리더로서 타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 

부록 20. 두 번째 회기 유인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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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치 통제

1
시간 목표 준비 장애 계획
1년
3년
5년
10년

미래 경력 실천 계획서

환경 대인관계 성격

스트레스 원

2

현재 모습 요구 수준
성향/가치
관
능력/자격
/경험/교
육
어학 점수

리더십

커 뮤 니 케
이션 영량
사무화 능
력
아이디어

취업/대학원 진학/창업을 위한 로드맵
환경
->반응

대 인 관 계
->반응

성격
->반응

스트레스 반응

해소 방법

1.인지

2. 정서

3. 관계

4. 환경

4

나의 미래 경력 ‘연결성’ 선언문

나____는 미래 경력을 현재 활동과 
연결하도록 노력한다.
나____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나____는 미래 경력을 위해 정보를 
찾는다.
나____는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한 
단계씩 꾸준히 걸어간다.
나____는 미래 경력과 현재 활동을 
잘 연결시킬 수 있다. 

나의 스트레스 해소 선언문

나____는 부정적인 사건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다.
나____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나____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다.

나____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
하지 않는다.
나____는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지 않는
다. 

부록 21. 세번 째 회기 유인물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