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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자기실현

국문 요약

대학생의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

소명과 자기실현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및 진로결정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

일분석을 통해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의 조합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잠재계층 간의 특성

을 확인하였으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대학생 48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불성

실 응답자와 극단치가 있는 사례 15케이스를 제외한 474명(남학생 214명, 여학생 260명)의 설문결과

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추구는 의미발견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한 결과, 소명과 삶의 의미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이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은 삶의 의미가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완전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

의 조합에 따라 4개 모형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각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종교 유무가 각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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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gender differences on the

Calling, Career adaptability, Meaning in Life,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 Identifying Latent

Profile of Calling and Self-actualizing and exploring the

influential factors

Kim Young-Seok

Dep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if there is gender differences in calling, career

adaptability, meaning in life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and confirm i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 factors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alling, career adaptability, meaning in

life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o identify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mixing subtypes of calling with self-actualizing and analyze the differences of

classification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Latent Profile Analysis method was used in order to

classify the calling and utilize descriptive statistic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tent classes.

Finall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which affect to latent classes. Data were collected from 489 college students, and those from 214

male and 260 female subjects after elimination of inadequate sample and an outlier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searching for meaning positive correlations with meaning

presenc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calling, career adaptability, meaning in life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gend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 calling and meaning in life that males

have more calling and meaning in life than females. Third, whether the path coefficients varied

with gender in the final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Meaning in life ful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path from career adaptability to career decision level in male and female students,

respectively. Fourth, according to combination of subordinated factor of calling and

self-actualizing, it has been divided into latent classes of 4 types. Fifth, each latent class shows

different career adaptability, meaning in life, career decision level. Sixth, Religious faith was found

to be a principal factor influencing the latent class classification. Finally,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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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진로문제는 대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많은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기회가 감소하면서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변화가 잦은 현 시대에서는 평생 직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선택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대학교 상담센터를 찾는 가장 큰 이

유 중 하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함이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2013; 건국대학교, 2014;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대

학생들을 편입, 휴학 및 졸업 유예로 이어지게 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무

분별한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었다. 진로문제

로 고민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현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자신을 계발해 나가는 일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이들이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와 진로상담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은 진로상담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여러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주제가 되어 오고 있다(강승희, 2010; 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결정은 개인이 특정

한 직업에 입문하기로 했다는 의도의 표현으로서 현재 상태 이후의 진로방향을 분명히 했음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진로미결정은 자신의 진

로를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김

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진로결정

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우성, 2012).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선택한 직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다(신정옥,

2012). 또한 졸업 후에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직장에 종사하게 되면 직무만족, 직무수

행 및 조직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쉽게 이직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갖게 되므로(Earl

& Bright, 2007; Earl, Minbashian, Sukijjakhamin, & Bright,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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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진로미결정 상태를 분석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Cardoso & Moreira, 2009).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를 선정하여 진로결정수준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됨과 동시에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고, 여기에는 진로결정과 직업 세계로의 순조로운 전환과 직업 세계에서 주어지는 과제

에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을 갖추어야 하는 발달과업이 내재해 있다(장계영, 2009). 진로적

응성(Career Adaptability)이란 변화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를 의미하는

데, 이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염두하고 현재 상황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나 능력을 뜻한다(Super & Knasel, 1981). 따라서 진로적응성은 대학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후 직업 세계에서의 적응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직무역할을 준비

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예상가능한 일 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 변화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Savickas, 1997).

진로적응성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

현영(2011)은 진로적응성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학생들이 당면한 직업적 발달과업, 직

업전환, 직업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전략에 대한 개념이므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탐색한

김수영과 배성아(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진로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성

공적인 사회 초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진로

적응성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변인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박현, 2014; 이예

진, 2010; 이정아, 2014; 조성연, 홍지영, 2010; Douglass & Duffy, 2015; Praskova, Hood, &

Creed, 2014) 진로적응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진로결정을 돕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인 방

법일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일(Work)은 삶의 의미를 증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진로는 의미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원천이 된다(Blustein, 2006; Cartwright & Holmes, 2006; Savickas, 2000).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통제감(Control)은 개인 주변의 압력이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임을 자각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통제감은 주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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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고 개인이 의도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성승연, 박성현,

2008).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통제감이 삶의 의미와 관련 있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Park, 2010; Ryff, 1989, 1995) 진로적응성의 통제감과 일반적인 통제감이 유사한 의미로 해석

되므로 진로적응성의 통제감 역시 삶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활동으로 표현되는 행동과 미래의 목표를 향한 노력이 요구

되는데(Wong, 1998), 진로적응성을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고 자신이 하

는 선택이 자신의 미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Savickas & Porfeli, 2012). 따라서 진로적응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삶

의 의미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Buyukgoze-Kavas 등(2015)은 진로적응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최근, 삶의 의미와 진로영역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Miller, 2012). 삶

의 의미(Meaning in Life)란 개인이 실존에서 의미, 질서, 일관성을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

하고 목적을 찾는 것을 뜻하며(Wong, 1998) 긍정심리학 관점에서는 삶의 의미가 인간의 안녕

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이나영, 2013).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삶의 고민이나 역경에 빠져 있을 때 쉽게 무너지는 반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근거로 외부의 영향과 변화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김택호, 2004; 박은주, 2011).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주위의 변화에 휩쓸리게 될 경우, 진로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Savickas & Porfeli, 2012)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일은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도움 방법이 될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진로준비행동,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등 여러 진로 관련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선중, 2004; 오미진, 2014; 조은혜 등, 2012) 특히 진로결

정수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완수, 2005; 이수정, 2015). 삶의 의

미를 형성해 나가면 자기 자신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진로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아진다(이수정, 201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

은정(2002)의 연구에서는 인생 목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삶의 목적 수준이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완수(2005)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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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삶의 의미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인 의미추구(searching for meaning)와 실제로 자

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 느낌인 의미발견(meaning presence)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누

어진다(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Steger 등(2006)은 두 개념은 독립적으로 이론

적·경험적 유연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였다. 의미추구는 삶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한 측면이며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하

고자 하는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정미영, 2010). 그러나 해외연구

에서는 의미추구가 우울과 신경증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와 다소 관련이 있는 등의 역기능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teger et al., 2006). 이에 반해, 의미발견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사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으로도 해석되는데

(Thompson, 1985), 부정적인 증상이 발견된 선행연구가 아직까지 없으며 진로 관련 변인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오미진, 2014; 조은혜 등, 2012). 이수정(2015)의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은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미추구

는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삶의 의미의 두 하위요인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삶의 의미

를 의미발견과 의미추구로 따로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Steger et al.,

2006).

앞에서 살펴보았듯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조망하기 위해 삶의 의미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삶의 의

미는 여러 유형과 구조를 띄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박선영, 권석만, 2012) 진로 관련 변

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진로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

개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하였다.

진로 변인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구인으로 소명(Calling)이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소명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연

구는 그 수가 적을뿐더러 대학생과 같은 보편적 대상보다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봉주, 2015). 또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신학 분야

에서 이루어진 질적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타 분야에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조은애, 2011).

소명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 소명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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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믿음을 일컫는데 현재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개인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을 뜻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Dik & Duffy, 2009; 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소명은 개인의 정체성을 일

과 관련하여 정립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최근 연구에서는 소명을 지닌 사람들의 진로

영역을 다루고 있다(박주현, 2011).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대학생일수록

진로에 깊게 몰두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진로

발달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발휘하므로(Dik, Sargent,

& Steger, 2008; Duffy, Dik, & Steger, 2011; Hall & Chandler, 2005)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적

과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Lips-Wiersma, 2002; Young & Valach, 2004). Duffy와 Sedlacek(2007)의 연구에서는 소

명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편안성, 진로결정 명확성 등과 같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소명과 진로 변인의 관계를

탐색한 여러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소명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성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에 대한 만족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한다고 보고되었다(박주현,

2011; 심예린, 2010; 이지원, 2014; Dik & Duffy, 2009; Duffy, Allan, & Dik, 2011; Hall &

Chandler, 2005; Steger et al., 2010). Duffy와 Sedlacek(2010)은 5,000명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전체 인원 중 40% 이상이 특정 진로에 대해 소명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학생 중 약

30%는 소명을 찾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약 68%가 자신의

진로결정과정에 소명이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Duffy et al.,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보편적이면서 핵심적인 변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예상하

게 한다.

한편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주의 발달이론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진로적응과 진로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개인은 환경과의 수동적인 조합으로 진로발달을 이

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통합 과정을 통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발달해 나간다

(Savickas, 2005).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주도적으로 거치고자 하는 인식 능력의 증진이

꼭 필요한 일임을 밝히고 있다(Savickas et al., 2009). 주관적 가치 변인인 소명이 진로적응성

과 연결되는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적과 의미를 추구

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진로 관

련 활동을 하도록 도우며(Hall & Chandler, 2005) 개인 스스로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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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추게 한다(박주현, 2011). 따라서 높은 소명의식이

진로적응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진로적응성에 관련된 연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음에도(Creed, Fallon, & Hood, 2009) 일에 부

여하는 주관적 의미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신윤정, 2013). 또한 진로 관련 변인과 소명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명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명은 삶과 일에 있어서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개념으로 해석되며(정민영, 2014) 삶의 목적

으로 인식하는 일 또는 일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로 특징지어진다(Dobrow &

Tosti-Kharas, 2011; 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다시 말해, 소명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게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특정

직업을 선택하게 하며 일이나 업무를 소명의식으로 재구조화하여 수행하도록 돕는다(신윤정,

2013; Dik & Duffy, 2009; Duffy, Allan, Autin, & Bott, 2013). Duffy, Allan과 Bott(2012)는 미

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명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는

데 소명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았고 삶의 의미는 소명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명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

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위의 논의를 통해 소명이 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지만 최근 연구에서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Bunderson과

Thompson(2009)에 따르면, 소명을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일의 의미를 자각하고 일에 헌신적으

로 몰두하고는 있지만 조직으로부터 지나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정당한 권리

를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하여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대인관계는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최명심, 2011) 높은 소명의식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는 삶의 의미를 낮출 가

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소명을 추구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다(Galles & Lenz, 2013). 이처럼 소

명은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소명은 하위차원의 이론적 구성개념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박종수, 2014). Hall과 Chandler(2005)는 소명을 종교적 관점과 세속적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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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종교적 관점에는 신이나 더 높은 존재로부터의 초월적 부름이

있지만 세속적 관점에서는 개인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기탐색이나 내적성찰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반면, Dik과 Duffy(2009)는 종교적 관점과 세속적 관점의 소명을 구분하지 않고 소명의 하

위차원으로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을 제시하였고, Elangovan 등(2010)은 소명

에서 초월적 부름에 대한 개념을 제외하며 자기반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

차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은 하위유형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므로 하위차원의 조합에

따라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의

소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어떤 하위요인이 존재하는지를 다루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Dobrow & Tosti-Kharas, 2011) 하위차원 유형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기실현(self-actualizing)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과 관련

된 일에 진정으로 몰두하여 삶의 참 의미를 찾고자 하며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창조적인 행동과 사고를 하는 것을 뜻한다(김명선, 2008). 자기실현 수준이 높은

개인은 타인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온전

히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Rogers, 1961). 또한 사회조직으로부터의 부당한 강압에 침묵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Maslow, 1970). 앞에서 언급하였듯 소명의 부정적인 결과는 정당한 권리

를 침해당할 때의 묵인, 지나친 희생이나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한 부적절한 대인

관계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부당한 강압에 저항할 줄 알고 타인을 도울 때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며 타인을 평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개인은 소명

의 부정적인 면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

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을 조합하여 소명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며 소명의 부정

적인 면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소명의 하위요인을 집단으로 분류한 연구(박종수, 2014; 이지원, 이기학, 2015)에서는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

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은 관측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대상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하

여 여러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혼합모형(mixture modeling)

의 한 종류이며 K-means 군집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군집분석의 변형된 형태로서 응답자의 문

항 반응 패턴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방법이다(Vermunt & Magidson, 2002). 혼합모형이란 데

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질성을 중심으로 각 응답자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는 모형이다.

혼합모형은 전통적인 군집분석에 비해 집단 분류의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Verm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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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dson, 2002) 더욱 정밀한 분석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소명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 개념이므로(김동원, 조남신, 2012; 김종수,

2014; 박정란, 김해선, 2012; 박주현, 2011) 소명과 자기실현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진로상담은 주로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개인의 특성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최

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선택한 진로가 삶의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

면서 진로 선택에서의 개인 가치 변인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이지원,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변인인 소명을 포함하여 진로적응성과 삶

의 의미를 선정하고 구조적 모형을 통해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Heppner(2013)는 성별에 따라 각 사회가 성역할에 대해 은연 중 학습시키는 문화적 맥

락이 다르므로 진로영역의 특징에 따라 진로결정에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로발달과 관련

된 변인의 가장 핵심적 예측요인인 성별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진로

결정수준을 포함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소명, 진로적응성, 삶

의 의미에서 성차가 발견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각 변인 간의 관계에서

도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성별에 따라 진로상담 방략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넷째, 성별에 따라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간의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다섯째, 소명의 하위 차원과 자기실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섯째, 분류된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일곱째, 잠재계층 분류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

Ⅱ. 이론적 배경

1. 소명

소명이란 무언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었다(양난미, 이은경, 2012). 이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수 세기 전 수도자가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Hardy, 1990). 종교 개혁이

있었던 16세기에 존 칼빈(John Calvin)이 ‘하나님은 사람을 각자의 일을 통해서 부른다’ 고 언

급하기 시작하면서(Dick & Duffy, 2009) 소명은 성직자와 수도자의 삶뿐만 아니라 종교 유무

에 상관없이 일반인의 진로 관련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강영숙, 2016; 김하나, 2014).

소명을 찾게 되면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의미 있는 일을 알게 되며 확실한 진로목표를 세우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양난미, 이은경, 2012; Seligman, 2004).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명을

가진 사람은 직무에 더욱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해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보상

이 없더라도 일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배무련, 2015).

소명은 현재까지 여러 단어로 혼용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소명’, ‘소명의식’,

‘직업소명’, ‘진로소명’, ‘천직’이 사용되었으며 영어 표현으로는 ‘calling’, ‘vacational calling’,

‘occupational calling’, ‘career calling’ 등이 쓰이고 있다.

소명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Hall과 Chandler(2005)는 소명을 종교적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종교적 관점의 소명은 초월적 존재

로부터 시작되는데 신의 계획에 따라 개인이 움직이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기도나 신의 음

성으로 소명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세속적 관점의 소명은 개인에서부터 기인하고 자기성찰과

소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개인

적 목적을 이루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두 관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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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명의 두 가지 관점

종교적 관점 세속적 관점

근원 신, 더 높은 존재 개인 내면

실천 대상 공동체 개인, 공동체

확인 경로 기도, 기도의 응답 숙고, 성찰, 묵상, 소명 활동

의미
개인의 삶을 위한 신의 더 큰 계획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개인적인 삶의 충만감을 위해 개인의

목적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출처: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일의 의미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 중 하나로서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

해 사회의 공공목표에 이로움을 주려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초월적 부름이란 항상 신

의 부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나 사회 등과 같이 개인을 넘어서는 존재로부터의 부

름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였고 타인 지향적 가치도 특정 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Bunderson과 Thompson(2009)은 현

대사회에서의 소명은 개인의 내적 가치를 추구하고 주관적인 열정과 자기실현을 뜻한다고 밝

혔으며 Elangovan 등(2010)은 소명에서 초월적 부름에 대한 개념은 배제하고 개인이 실행하기

를 원하고 해야 하며 실제로 하는 일로 수렴하는 친사회적 지향 추구행동으로 정의하였다.

Dobrow와 Tosti-Kharas(2011)는 소명을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 내적인 구조로서 자신의 일

에서 높은 열정과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Hagmaier와 Abele(2012)은 일과 관련된

태도와 연결하여 과업행동을 증진시키는 높은 수준의 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국

내에서는 권선영과 김명소(2014)가 소명의 개념을 한 개인이 타인과 조직의 이익에 기여할 목

적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적 태도로 직무를 감당하며 천직의식을 토대로 자신의 일과 삶에 긍

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소명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며 대체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명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듯 소명을 측정하는 도구 역시 다양하게 제

시되어 왔다. Wrzesniewski, McCauley, Rozin과 Schwartz(1997)는 비교적 초기에 두 가지 방

식을 통해 일(job) 지향, 진로/경력(career) 지향, 소명(calling) 지향을 측정하였는데 첫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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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Life Questionnaire(UPWLQ)를 사용하였고 둘째 방

식에서는 개인이 지향하는 직업적 태도를 결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소명을 지향

한다는 것은 객관적 의미의 경력 추구가 아니라 일을 통해 충만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최근에는 연구자 간의 구성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형태로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음악가,

천주교 대학 교직원, MBA과정 대학원생, 전문경영인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소명척도가 개발되었다(Dobrow, 2006; Dobrow & Tosti-Kharas, 2011; Dreher, Holloway, &

Schoenfilder, 2007; Hagmaier & Abele, 2012; Steger, Dik, & Duffy, 2012). Hagmaier와

Abele(2012)는 전문직 직장인 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차원적 소명척도

(Multidimensionality Calling Measure, MCM)를 개발하고 동일시와 사람-환경 적합, 초월성으

로 이끄는 힘, 감각과 의미와 가치추동 행동의 3요인을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하유진, 최예

은, 은혜영과 손영우(2014)는 이 척도를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MCM-K)하

였고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 초월적 인도력의 3요인으

로 구성하였다. Dik과 Steger(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이 어떤 일에 대해 소명을 가지

고 있거나 찾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Brief Calling Scale(BCS)를 개발하였고 소명

이 있는 것을 측정하는 ‘소명 존재’와 소명을 찾는 것을 측정하는 ‘소명 추구’로 하위요인을 구

성하였다. Dik 등(2008)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초월적 부름-존재, 초월적 부름-추구,

목적과 의미-존재, 목적과 의미-추구, 친사회적 지향-존재, 친사회적 지향-추구의 6요인으로

구성된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를 개발하였다. 심예린(2010)은 이를 번안하

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는데 원척도와는 다르게 추구와 존재 요인으로 구분되

지 않았고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3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Duffy 등(2012)

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명수행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나의 소명이라고 느

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의 직업 활동이 바로 소명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현재 소명에 따라 살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Dik과 Duffy(2009)의 다차원적 개념을 바탕으로 Dik 등(2008)이 개발한 소명척

도(CVQ)를 심예린(2010)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소명척도(CVQ-K)를 중심으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Dik과 Duffy(2009)가 제시한 소명의 첫 번째 요인은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로부터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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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초월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 이다. 이는 인생에서 특정 역할에 대한 동기가 자

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온다고 지각하는 것이다(Dik & Duffy, 2009). 소명의 개념이 종교

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초월적 부름을 경험한다는 것은 종교나 영성과 비슷한 개념으

로 이해될 수 있다(Dik, Duffy, & Eldridge, 2009). 종교적·영성적 신념은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깨닫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Duffy &

Lent, 2008). Dik과 Duffy(2009)는 종교적 영역 외에도 가족이나 사회의 요구 또는 통제 불가

능한 생활환경과 같은 보편적인 영역에서도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초월적 부름이 반드시 신의 부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가족이나 사회

와 같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로부터 부름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변하는 것

이다. 소명의 두 번째 요인은 ‘목적/의미(purpose/meaning)’ 이다. 이는 삶 속에서의 특정 역할

과 관련 있는 활동에 대해 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일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넓

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합치시키는 접근이다. 소명에 대해 정의한 여러 학자들이 목적과 의미

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 두 요소는 소명의 필수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Dobrow,

2006; Elangovan, Pinder, & McLean, 2010; Hall & Chandler, 2005; Wrzesniewski et al.,

1997). 소명의 세 번째 요인은 ‘친사회적 지향(prosocial orientation)’이다. 이는 동기의 주 원천

으로서 타인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지니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자

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나 그 이상의 영역

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Dik &

Duffy, 2009).

앞에서 언급하였듯 소명의 하위유형에 대해 연구자들끼리 명확히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소명

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Hirschi(2011)는

독일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소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 11가지를 선정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명의 하위요인은 필수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며 필수적인 것에는 진로결정성, 자기 탐색, 진로확신성이 있다. 따라서 소명을 추구하

고 발견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를 위한 탐색, 자기 성찰 등이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명의 하위차원을 간과하고 기타 소명과 관련된 변인

들만 분석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국내에서 박종수(2014)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의 하위요인들과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왔고 소명의 출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자기성찰/내성 변인을 결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군집에 따라 진로태도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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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의 만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내성-비소명 군집, 초월적 부름

중심 소명 군집, 비내성-비소명 군집, 내성중심 소명 군집 4개로 분류되었으며 초월적 부름 중

심 소명 군집이 다른 군집에 비해 진로태도성숙과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는 소명의 하위요인인 목적/의미와 친사회적 지향이 소명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진로 상담영역에서 내담자가 소명과 관련된 스스로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목적과 의미

에 부합하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를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

였다. 소명의 하위유형을 구분한 또 다른 국내 연구(이지원, 이기학, 2015)에서는 진로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성장주도성 변인을 조합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에 따라 진로적응성

과 삶의 만족에서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 자기성장-목적중심

소명, 성장결여-소명부재, 성장주도 소명, 수동-소득 소명의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성장주

도 소명 집단에서는 삶의 만족과 진로적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장결여-소명 부재 집

단에서는 삶의 만족과 진로적응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동-소득 소명 집단과 성장결여-소

명 부재 집단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지원과

이기학(2015)은 이를 소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자기 계발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삶

의 만족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소명이 낮은 집단과 삶의 만족 수준에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이 삶과 진로 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실현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소명의 부정적 측면이 자신이 정한 높은 기준을 타

인에게 적용하거나 조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침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함으로써 정당하지 못한 압

력에 대항할 줄 아는 개인은 소명의 부정적인 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 즉 소명과 자기실현이 높은 개인과 소명은 높지만 자기실현은 낮은 개인으로 양분될

수 있으며 소명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자기실현 수준이 낮으면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하

여 만족할만한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최명심, 2011)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소명은 자기실현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Bunderson & Thompson, 2009)

소명을 측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녀왔다(이지원, 이기학,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 하위유형과 자기실현을 조합하여 분류된 계층에 따라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명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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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받는 개념임이 밝혀졌지만(김동원, 조남신, 2012; 김종수, 2014; 박정란, 김해선,

2012; 박주현, 2011) 대부분의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소명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는데 그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 세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명과 자기실현의 조합

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이 나누어질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로적응성

진로란 개인의 과거 경험, 현재 경험, 미래에 대한 포부를 종합하여 자신의 의미를 부여해 만

드는 주관적인 것이며 이러한 진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

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진로 관련 행동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Savickas, 2005). 적응성을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된 상황에서 큰 어려움 없이 변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해석할 때, 진로적응성은 미래에 있을 취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예측 가능

한 과제에 대한 준비성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대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Savickas, 1997). 진로적응성의 개념은 Super의 초기 진로발달

이론과 Savickas의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정미예, 조남근, 2015) 개

인의 진로발달을 표현하기 위해 진로성숙도를 대체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이예진, 2010; 최

옥현, 김봉환, 2006). Super의 진로발달단계에서 진로성숙은 성공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자신

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Super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각 발달단

계에서 이행해야 하는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수영, 배성아, 2014). 그러

나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사용되는 진로성숙이라는 용어는 성인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적

절하지 않다는 주장(Super & Knasel, 1981)이 있어왔다. 성인은 진로경험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 청소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장계영, 2009).

Savickas(2005)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기반의 사회구성주의이론을 기초로 Super

의 진로발달이론의 핵심 개념을 현대적인 시각의 진로 개념에 맞게 재해석하여 구성주의 진로

발달이론에서 다루었다(김세연, 2015).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직업적 성격, 생애주제, 진로적

응성의 세 가지 구성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 중 진로적응성은 현재 대면하고 있는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 및 심리적 상처 등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뜻하

는 심리적 구인을 일컫는다(Savicka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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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응성은 개인이 과거에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있을 때 긍정적인 대처를 해왔음을 감안하

는 점에서 탄력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장계영, 2009) 진로탄력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박현영, 2011). 진로탄력성이란 자아탄력성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 진로목표를

달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생긴 불리한 상황에서 본래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김보경, 2012). 진로적응성과 진로탄력성은 좋지 않은 상황이

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장계

영, 2009). 차이점으로는 진로탄력성은 이미 극복해낸 지난 시간의 어려움에 대한 회복력을 의

미하는 과거지향적인 개념이라면 진로적응성은 현재나 미래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을 뜻

한다(장혜민, 2014). 또한 진로적응성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과 태도는 단순히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밑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로탄력성의 개념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계영, 2009).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비교적 초기에는 진로적응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닌 진로관련 변인으로 진로적응성 수준을 확인해왔다(정지은, 2013). 처음으로 진로적

응성 연구를 발표한 Super와 Knasel(1979)은 진로적응성을 구성하는 일곱 가지 요소로 일 가

치관, 일 현저성, 자율성, 계획성, 탐색과 확립, 의사결정, 경험의 성찰을 제안하였고 Ashford와

Taylor(1990)는 진로전환 중인 성인에게 해당하는 진로적응성의 다섯 가지 구성요인으로 낙관

성, 학습경향, 개방성, 내적통제소제, 일반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 Savickas(2005)는 이들의

제안을 이어받아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확신(confidence)이라는 네 가

지 자기조절전략으로 통합하여 분류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는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인이 연구

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적응성과 관련된 실질적 전략들이 지역적 상황과 사회적 역

할에 따른 변인과 역사적 시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최근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진로적응성 도구는 Rottinghaus, Day, & Borgen(2005)이 개발한 진로미래검

사(Career Future Inventory, CFI)이다(정지은, 2013). 그러나 국내에서 진로미래검사의 구성타

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Rottinghaus 등(2005)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

고 있다(최옥현, 김봉환, 2006). Hirschi(2009)는 진로적응성을 진로성숙,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

신감의 4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장계영(2009)은 8가지 구성요인으로 대인관계, 목표의식, 창의성,

책임감,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주도성, 개방성을 제시하며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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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로적응성 측정도구 종합

구분 Career Future Inventory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Career Adapt-Ability

Scale

개발자

(개발연도)

Rottinghaus et al.

(2005)

장계영

(2009)

Savicakas & Porfeli

(2012)

조작적 정의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진로계획을

변화시킬 때 회복하는 정도

변화하는 직업환경, 일과

직무, 대인관계 및 자기

자신에게 적응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적응력의 자원

하위요인
진로관련 적응성, 낙관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대인관계, 목표의식, 창의성,

책임감,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주도성, 개방성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문항 수
25문항

(진로적응성 7문항)
45문항 24문항

출처: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정지은, 2013)

구를 개발하였다. 진로적응성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vickas(2005)가 구분한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심(concern)이란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 라는 진로질문으로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여부를 의미한다. 관심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진로에 대해 끊임

없이 숙고하며 과거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할 수 있

으므로 관심은 진로구성에서 가장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통제(control)란 ‘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진로질문으로 얻을 수 있으며 미래를 스스

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고와 통제력을 의미한다. 통제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스

스로 믿는 믿음으로서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통제가 높은 사람일수록 결단력이 높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낮은 사람일수

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인다.

호기심(curiosity)이란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진로질문으로 얻을 수 있으며

개인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성향으로서 미래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 하는 탐구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호기심은 자신 스스로 외부와 내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비교하며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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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로적응성 차원

적응성

차원

진로

질문

진로

문제

태도와

신념
역량 대처행동 관계

진로

개입

관심

(concern)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

무관심 계획적인 계획력

의식하는

관여하는

준비하는

의존적
목표설정

훈련

통제

(control)

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미결정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

능력

적극적인

절제력있는

의도적인

독립적
의사결정

훈련

호기심

(curiosity)

미래에나는

무엇을하고

싶은가?

비현실성 탐구적인 탐색력

시도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알고싶은

상호

의존적

정보탐색

활동

자신감

(confidence)

내가 할 수

있을까?

억제

(방해)
유능한

문제해결

능력

끈기있는

노력하는

근면한

동등한
자존감

향상

출처: Brown S. D., & Lent R. W. (Eds), (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NJ: John

Wiley & Sons. p.53

일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낮은 사람일수록

직업 세계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자신감(confidence)이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얻을 수 있고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을 반영

한다. 진로 선택과 같은 어려운 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회피하기 보

다는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 낮은 자신감은 개인의 역할 실현과

목표 달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진로적응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

고 진로를 결정할 때 책임감과 결단력이 높으며 개인과 환경을 탐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진

다. 또한 자신의 진로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Amundson, Harris-Bowlsbey, & Niles, 2013). 진로적응성의 4가지 차원을 진로질문, 진로문

제, 태도와 신념, 역량, 대처행동, 관계측면, 진로개입에 따라 탐색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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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단어에 이미 의미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삶의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

호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과 구조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므로 정의를 내리

기가 쉽지 않다(박선영, 권석만, 2012; Baumeister,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행동, 동기, 감정 등을 결정

짓는 지향 시스템으로서 사물, 사건, 관계들을 연관 짓는 정신적 표상이고 삶을 이루어 나가는

동기를 구성하는 이유와 목표로 정의될 수 있다(Baumeister, 1991; Klinger, 1998; Ryff &

Singer, 1998). 또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참된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과정이며(정

미영, 2010) 인간의 삶을 이어나가는 근본적인 동기를 뜻하기도 한다(김형수, 김옥진, 강미희,

조정윤, 2010). Wong(1998)은 삶의 의미를 한 개인의 존재에 의미와 질서, 일관성을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인지, 동기, 정서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인간의 삶을 가치나 삶의 목적과 관련하여 세상에 대한 신념과 도식으로 이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기적 요소는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목표나 활동을 인지

체계에 의해 이끌려 전념하거나 활동으로 표현하는 행동적인 개념을 뜻하며, 정서적 요소는 인

간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 추구를 통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충족감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나경, 2015에서 재인용). Baumeister와 Vohs(2002)는 삶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속성을 가진

반면, 의미는 안정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의미는 삶에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Mascaro와 Rosen(2006)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정도인

개인적 의미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된 영적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는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며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구성된 실

체로 해석되기도 한다(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는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과거와 현재의 삶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한다

(Ryff, 1995). 그리고 삶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

므로 일반적인 삶의 의미보다는 현재 주어진 순간에서의 삶에서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완수, 2005). Frankl(1963)은 삶의 의미란 언제나 변하

는 것이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삶의 의미는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궁극적 의미와 순간적 의미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진다. 삶의 궁극적 의미는 우주적인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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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 의미는 개인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가리킨다. 또한 개인은 유일한 개체이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시간 속에 각자가 살고 있으며 그 순간들 마다 반응하

고 인식하게 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국내에서 생의 의미, 생의 목적 또는 삶의 목적이라는 어휘로 혼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Crumbaugh와 Maholick(1969)은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로 삶의 목적 검사(the

Purpose In Life test, PIL)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는

공허함, 권태, 실존적 좌절이 바탕이 되어있다고 주장한 Frankl(1959)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

으며 인생목적, 목표달성, 생활만족, 실존적 공허, 미래열망, 내외적 가치통제, 자아충족, 인생관

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PIL은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삶의 의미감이나 목적의 정

도를 측정하고는 있으나 자살, 자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다른 개념들과 혼합되어 있어 구

성요소가 분명치 않은 점, 우울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 의미감이 행복감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적 정서 경험을 의미감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주경례, 안신호, 2005; Dyck, 1987). 또한 의미발견은 고려되었

으나 의미추구는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Steger, Frazier, Oishi, & Kaleret,

2004). 이후에 Battista와 Almond(1973)가 인생관점지표(Life Regard Index, LRI)를 개발하여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삶에 대해 어떠한 틀(frame)을 가지고 있

는지를 측정하는 체계(Framework)와 그러한 삶의 체계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

식을 측정하는 실현(Fullfillment)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현의 경우, 문항

에 정서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정서관련 변인과 탐색을 하게 될 때는 체계 요인만

사용하게 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심미성, 2006; 조하, 신희천, 2009). 이후에 Sterger(2004)등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미존재)으로 구성되어 있는 MLQ(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개

발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 규준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삶

의 의미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한다(Steger et al., 2006). 의미추구는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

는 욕구를 뜻하며 의미발견은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란 개인의 삶에서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하고 일관성 있는 목적을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하므로(오미진, 2014)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의 의

미를 이해함과 동시에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장진이, 이지연, 2014b).

문화권에 따라 일관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독립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김유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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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지, 2012; 이수정, 2015; 정미영, 2010; 정주리, 이기학, 2007; 허지연, 2007). 삶의 의미를 추

구한다는 것은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자기 가치를 깨닫고 이러한 내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경험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행위가 합리적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정미영,

2010; Steger, Kawabata, Shimai, Otake, 2008). 그러나 의미추구는 삶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좌절스러운 사건에 대한 결과로 여겨지거나 좌절을 경험한 개인에게서만

발견되는 등의 역기능적 증상을 포함하고 있으며(Baumeister, 1991; Klinger, 1998; Thompson

& Janigian, 1988) 항상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진 않는다(Frankl, 1963). 이에 반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 개인은 더 나은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자존감과 긍정성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된다

(Weinstein & Cleanthous, 1996; Zika & Chamberlain, 1992). 서양 문화권의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Steger 등(2006)의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서로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미추

구는 우울, 두려움, 슬픔, 신경증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미발견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는 의미추구

와 의미발견이 정적인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라, 2010; 김상희, 2015; 김유진, 2013;

원두리 등, 2005; 이수정, 2015; 이화, 2015; 정미영, 2010; 조은진, 2016; 조은향, 2009; 차정희,

2015; 최정한, 2015). 원두리, 김교헌과 권선중(2005)은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삶의 의미가 매일

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마찬

가지로 Steger 등(2008)도 분석적인 인지적 특성을 가진 서양 문화권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

견을 구분하려 하지만 전체적인 인지적 특성을 보이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두 개념을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삶과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김유진(2013)의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이 안녕감에 정적으로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미추구는 영향력이 없었고, 이수정(2015)의 연구에서

는 의미발견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미추구와 진로결정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심리적

구성 요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므로 삶의 의미의 기능을 보다 정밀하게 탐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Reker & Fry, 2003; Steger, 2006).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하는 노력이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고통이 유발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정미영, 2010; 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Steger et al., 2006),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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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삶의 안녕감을 느끼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이다(원두리 등, 2005; 정

주리, 이기학, 2007). 이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삶의 만족을 느낄 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에 이를 수 있음을 뜻한다(조은진,

2016).

4.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진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진로를 명확히 결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처음 연구가 시작되었다(고미나, 2011;

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결정수준이란 개인의 전공이나 직업 선택과 관련된 진로

결정과정의 진행 수준으로서 장래의 진로를 명확히 결정한 정도를 의미하며(Harren, 1979) 개

인이 진로나 직업을 분명히 선택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김완수, 2005). Krumboltz,

Mitchell과 Jones(1979)는 진로결정을 진로와 관련된 직접적 강화, 사회적 강화, 모델화, 단어

및 이미지의 결과로서 선호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대학

의 전공 및 직업선택의 확신 정도, 개인적 특성이나 불확실한 기회에 대한 평가, 미결정 정도

에 대한 반작용 등의 측면에서 조명되며 미래의 진로를 얼마나 확실히 결정했는지의 정도를

뜻하기도 한다(임은미, 장선숙, 2004).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이를 조망하기 위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된 변인으로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진로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역기능적 진로사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부모

의 사회적 배경, 부모의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유형, 지능, 성

별, 흥미, 능력, 불안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오고 있다(강승희, 2010; 김기명, 2010; 김민정, 김

봉환, 2007; 김완수, 2005; 문승태, 2002; 박선희, 박현주, 2009; Gordon, 1998;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Taylor & Popma, 1990).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진로미결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은 개

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겪는 문제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이미 진로상담 분야의

핵심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미결정이란

진로결정과 상반된 개념으로서 진로발달과정에 있는 개인이 전공이나 직업을 결정해야 할 상

황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풀이된다(Crites, 1981). 또한 생애주기의 발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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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아

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적 소인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정

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의 부족을 뜻하기도 한다(박주현, 김용태, 2009). 즉, 진

로결정이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한 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

로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강선영, 1996) 진로미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진로에 대한 체험, 학습 및 인식의 부족,

선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지각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진로를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지선, 2012; Crites, 1981).

Hartman, Fuqua와 Hartman(1983)은 진로를 미결정한 사람들을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과

성격적으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에 이르

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 정상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는 개인을 지칭하는데 성격적인 결함으

로 인해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성적 미결정 집단으로도 불리며 의사결정 시기가 왔을 때

반복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특징이 있다(Hartman et al., 1983). 다시 언급하자면, 진로를 결정

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상태에 가까우며 시간이 흐르면 결정을 내리게 되

고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오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순환 과정을 겪는다(Osipow, 1999).

반면, 성격적으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진로결정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른 상황

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적 특성을 나타낸다(Osipow, 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진로결정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작되었다(배정수, 2014). 상담 장면에서는 진

로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내담자들을 동일성 신화(uniformity myths)를 바탕으로 동일한 처방

을 하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전략을 제공하는 차별적 진단과 처치를 고안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김봉환, 1997). 개인마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재능과 자질, 환경조건 및 학습 경험 등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Walsh,

1987).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진로상담을 필요로 하는 잠정적 내담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녀왔고, 이후 진로결정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

면서 진로결정수준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김봉환,

김계현, 1997; Jones & Cheney, 1980;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76). 특

히, Harren(1979)이 진로의사결정수준척도(Asse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를

개발하면서 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업을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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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학교적응, 직업계획, 전공계획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에 Osipow 등(1976)은 진로확신과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진로결정검사

(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개발하였다. 진로결정검사에서는 진로와 전공 선택에 관한 확

신수준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신수준이 높고 미결정의 조건이 낮을수

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Jones와 Chenery(1980)는 Vocational Decision

Scale(VDS)을 개발하여 결정성과 결정수준에 대한 편안함과 미결정에 대한 원인을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Osipow 등

(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자기실현

자기실현(self-actualizing)은 자아실현이라고도 불리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오고

있다. 이 개념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성격심리, 상담심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김현수, 2003) Goldstein(1939)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성격이론 분야에서 처음

소개하였다. 그는 인간 성격의 중심이 되는 선천적인 잠재력과 함께 이를 실현시키는 자기실현

경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에 Rogers(1951)는 자기실현을 자기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잠재력을 계발하여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였고 실현 가능성(actualizing

tendency)에 대해 언급하였다. Rogers(1959)는 실현 가능성을 개인의 성숙과정에 있어서 한 단

계 전진하는 힘이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도록 이끄는 힘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

르면, 모든 유기체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실현하고자 하면서 스스로를 고양시키려는 근본적

인 경향성과 노력을 지닌다. 또한 유기체는 유전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방향에 따라 스스로를 실

현하고 이러한 경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더 성숙하고 확장되며 자율성을 띄게 된다.

Rogers(1961)는 자기실현을 위한 세 가지 행동조건으로 공감적 이해와 진실성 그리고 판단, 비

난, 경멸함 없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제시하였다. 분석심리학

으로 널리 알려진 Jung(1954)은 자기실현을 그의 이론의 중심적 개념인 개성화(individuation)

와 유사하게 해석하였다. 개성화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로서 자신답게 되는 과정을 뜻하

는데, 이는 온전한 상태를 달성하는 쪽으로 지향하는 성격의 발달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이 바

로 자신답게 되는 과정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과정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으

로 보았다. 자기실현을 인지적 측면에서 정의한 Butler와 Rice(1963)는 인지적 기능을 통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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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경험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실

현의 개념에 대해 상담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Shostrom(1964)은 자기실현을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의 잠재력은 창의적

인 표현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의 궁극적인 능력으로

해석된다(Shostrom, 1964). Maslow(1970)는 자기실현을 한 개인의 내면적 본성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고유한 인간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하고 표현한 상

태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완벽한 자기실현이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인간은 완전함과 성숙함과

참된 자기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인간이 지니는 자기실현의 욕

구를 삶의 과정적 특성으로 여겼다. 또한 건강한 개인일수록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적극적으

로 수행하여 인도주의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쓰고 인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고 언급하였다(Maslow, 1967). 그는 자기 성취를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

동을 통해 실현하거나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고 자기의 이상상태를 자기실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기실현인은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부당한 강압에 침묵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

였다(Maslow, 1970). Schultz(1977)는 자기실현이란 최대한의 능력개발이고 최대한의 사용이며

잠재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자기실현을 잠재력의 개발과 발휘라는

측면에서 볼 것을 제안하였다. Bruno(1983)는 자기실현을 유기체의 완전성을 향한 노력이며 잠

재력의 성취를 뜻한다고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는 민진(1986)이 현재나 미래에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거나 자기의 이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기실현에 대해 다음의 8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1) 자기실현은 선명한 무아지경에서 온전히 집중, 흡수하는 상태로 경험하는 것이다.

(2) 인간의 삶을 선택과정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자기실현은 매순간의 선택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3) 자기실현을 한다는 것은 잠재능력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

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4) 정직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5) 자신의 판단과 본능을 알아채고 이에 대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6)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7) 절정경험을 통해 자기실현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전체적·통합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8) 자신의 방어기제를 인식하고 없애려고 노력할 때 더 높은 차원의 자기실현에 도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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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기실현이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독

특한 능력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사고, 감정, 행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하여

전인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발달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정근, 2009). 자기실현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강요에 침묵하지 않고(Maslow, 1970)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Shostrom, 1964), 이러한 특성은 소명의 부정적인 면으로 꼽히는 과도

한 희생 강요의 묵인과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가. 소명과 진로적응성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소명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신윤

정, 2013). 이 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소명을 고려하는 것은 진로

를 탐색하고 계획하며 결정하는 등의 진로와 관련한 과업을 수행할 때 적응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박주현(2011)은 높은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당면해 있는 진로 과제에 대해 자기

확신이 강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이는데 소명

의 하위 차원 중 특히 목적/의미 차원이 이러한 태도와 연관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적응적인

진로발달을 위해 목적과 의미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였다. 신윤정(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이 진로자기효능감과 내적동기를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한 연구에서 진로소명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진로자기효능감과 내적동기가 매개함을 보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개인이 사적으로 부여한 특정 진로에 대한 소명이 어떻게 여러 진

로와 관련된 과업에 대처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진로적응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성주의 진

로발달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았다. 또한 진로의 탐색에서부터 결정까지 이어지는 진로발

달의 전 과정에서 특정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와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진로 관련 과업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raskova 등(2014)의 종단연구에서도 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Guo 등(2014)의 연구에서도 중국 대학생의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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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특히 관심과 호기심에서 소명과의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Douglass와 Duffy(2015)는 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소명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소명

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높았고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관심, 호기심,

자신감이 소명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이지원과 이기학(2015)의 연구에서도 진로소명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소명과 삶의 의미

소명은 자신의 일을 수행할 때 사회에 이로울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게 하고 삶의 의미를 부

여하게 해 줌으로써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화시킨다(Dik & Duffy, 2009). 따라서 소

명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Duffy et al.,

2012; Duffy & Dik, 2013).

소명은 지금까지 자기개념, 건강에 대한 만족, 삶의 만족, 삶의 열정 등 삶과 관련된 변인들과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이 개념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Treadgold, 1999; Wrzesniewski et al., 1997) 최근 가장 주목받

고 있는 변인 중 하나로 삶의 의미가 꼽히고 있다. 장진이와 이지연(2014b)은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 삶의 의미, 일의 의미, 직업 만족이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명의식은 삶의 의미, 일의 의미, 소명수

행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결국 소명

이 높은 개인은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소명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직장인일수록 소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명을 바탕

으로 삶의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국형 직업소

명 척도(Korean-Vocational Calling Scale, VCS-K)를 개발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권선영(2014)의 연구에서도 직업소명이 높은 개인일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해외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생과 젊은 성인의 소명이 삶의 의미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ffy et al., 2012; Duffy, Autin, Allan, & Douglass, 2014; Praskova et

al., 2014; Steger et al., 2010).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이 삶의 의미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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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 소명과 진로결정수준

소명은 진로를 결정할 때 목적과 의미가 떠오르게 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느낌이 들도록

이끌며 확신에 찬 행동을 증가시킨다(Hall & Chandler, 2005). 또한 소명은 진로를 결정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이끈다(Duffy & Sedlacek, 2007).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개인이

스스로의 진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진로에 대해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심상

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의미한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진로정체감은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 목표에 대한 확실성 및 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진로정체감

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직업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고 자신의 흥미, 능력, 가

치에 대한 뚜렷한 상을 가지게 된다(Holland, 1977).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뚜렷

한 일의 의미와 확고한 목표의식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양

난미, 이은경, 2012) 소명과 진로정체감 간의 정적인 관계를 암시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높은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경, 2015; 정

민영, 2014; Duffy & Sedlacek, 2007; Hirschi, 2011). 이는 자신의 목표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어 진로정체감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진로정

체감을 확립하게 되면 진로미결정상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감소하여(강영숙, 2016) 진로탐색

시 안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준다(Holland et al., 1980). 즉,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기초로

Hackett와 Betz(1981)가 여성의 진로발달 및 선택을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로 시작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

한 흥미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목표를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결국 진로결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듯(김영경, 2008; 김종운,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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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2014; 김혜주, 2007; 이성식, 2007; Betz & Voyten, 1997; Caruso & Wolfe, 2001; Luzzo,

1993; Mathieu, Sowa, & Niles, 1993; Niles & Sowa, 1992; 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의사결정 과업과 행동을 회피하게 된다(정진선, 2002; 조성연, 문

미란, 2006). 같은 맥락에서 Taylor와 Popma(1990)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Douglass와 Duffy(2015)의

연구에서는 소명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강영숙, 2016; 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 2016; 박주현, 2011; 배무련,

2015; 신윤정, 2013; 신지민, 이은경, 양난미, 2015; 이봉주, 2015) 소명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높은 소명의식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이

는 결국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소명과 진로결정수준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있다. 강영숙(2016)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진로소명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목적/의미,

초월적 부름, 친사회적 지향 하위요인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라.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일(Work)이므로(Blustein, 2006) 일에 대한 높은

적응성을 갖추면 삶의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Buyukgoze-Kavas et

al., 2015). Hartung과 Taber(2008)는 내담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의 주요 요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이 직무를 수

행할 때 진로적응성의 자기조절전략을 활용한다면 삶의 의미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

다. 이에 근거하여 Buyukgoze-Kavas 등(2015)은 진로적응성이 삶의 의미 수준을 높일 수 있

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삶의 의미 수준

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과 안녕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크게

경험하고(손슬기, 2014; Bonebright, Clay, & Ankenmann, 2000; Chamberlain & Zika,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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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s, Van der Lubbe, & Wezeman, 1993; Steger et al., 2006) 전반적인 인생 만족감이 높

아진다(김유진, 2013; 손슬기, 2014; 유성경, 김유진, 2015; 조은진, 2016; Buyukgoze-Kavas et

al., 2015; Duffy et al., 2012; Duffy et al., 2013; Edwards & Holden, 2003; Heisel & Flett,

2004; Steger et al., 2006; Steger, Oishi, & Kesebir, 2011; Zika & Chamberlain, 1992). 즉, 삶

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일수록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Debats, Drost, & Hansen, 1995).

Hirschi(2009)는 스위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과 근무조건이 일상의 안녕감과 직업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1년 간의 종단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이 높은 사람

일수록 삶의 만족을 크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Maggiori, Johnston, Krings, Massoudi와

Rossier(2013)은 스위스의 미취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위요인인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밝혔고, Santilli, Nota, Ginevra와

Soresi(2014)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이탈리아 성인 남녀 직장인 120명을 대상으로 진로적

응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았으며 이

과정에 희망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숙, 2014; 정미예, 조남근, 2015). 따

라서 이를 종합하면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의 정적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Praskova 등(2014)은 호주의

젊은 성인 남녀 216명을 대상으로 소명, 진로전략, 노력이 삶의 의미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한 종단연구에서 사전·사후 측정 시점 모두에서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삶

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uyukgoze-Kavas 등(2015)이 터키 대학생을 대

상으로 진로적응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일 자유(Work volition)와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

지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

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관심과 통제에서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됐음을 보고하였다. 비슷한 맥

락에서 홍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en과 Yau(2015)의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

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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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

대학생 시기는 진로결정을 위한 인지행동적 탐색활동, 직업세계로의 전환 그리고 전환 후의

안정적인 직업적응과 같은 진로성공을 위한 진로적응성을 갖추는 시기이다(장계영, 김봉환,

2011). 진로적응성은 대학생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전환, 개인적 외상

에 대처하는 자원과 준비 및 개인의 직업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전략 측면에서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계영, 2009).

진로성숙도는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를

의미한다(Crites, 1978). 앞에서 언급하였듯 진로적응성은 최근 진로성숙도의 대안적인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으므로(Super & Knasel, 1981) 진로성숙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진

로적응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공학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승희(2010)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세 변인 중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과 상반되는 개념인 진로미결정과 진로성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수현(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

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대학생들은 진로태도성숙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낮고 특히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과 확신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낮게 나타났다. 허숙영

(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성숙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 진로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대학생

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 갖는지를 확인한 김

수영, 배성아(2014)의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요인인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는데 그들은 이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진로에 대한 결정력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 밖의 여러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성숙도의 정적인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박순선, 2015; 박주

현, 김용태, 2009; 백지숙, 2006; 유수필, 2013; 조세연, 김기찬, 2014).

성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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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과 홍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의 성인애착,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를 탐

색한 김세연(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진로발달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미래 계획과 진로 환경에 큰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진로발달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진로문제를 스스로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진로적응성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현영

(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연적 사건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한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순희(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진로적응성은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과 진로발달정도를 확

인할 수 있는 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바.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수준

Germeijs와 DeBoeck(2003)은 진로를 결정할 때 처음에는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나중에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가치평가의 어려움이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치평가를 내리기 어려울수록 진로결정에 어

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삶의 목적이란 개인이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

여주는 것이므로(Kosine, Steger, & Duncan, 2008) 삶의 목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

은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삶의 목적과 자아정체감을

다룬 연구를 통해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어떤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맥락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뜻으로 정의되고 있다(Weinreich, 1988). 자아정체감과 삶의 목적의식 간의 관계를 설

명한 Erikson(1959)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청소년은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과거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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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면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지만 자아정체감 혼란에 빠진 청소년은 스스로가 누구

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 삶의 목적 수준이 높은 대

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고(김지영, 2011) 자아정체감이란 전반적으로 진로결정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해석됨을 고려하면(배경하, 2004) 삶의 의미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변인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완수(2005)는 삶의 의미가 충만하다고

느끼는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그는 진로를 결정할 때 주위의 중

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자신 스스로가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삶의 의

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장래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며 자

신의 내·외적 요소들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진로결

정을 기대하게 된다(김완수, 2005).

이수정(2015)은 삶의 의미를 하위요인 별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Steger

등(2009)의 권고에 따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진로결정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

인하였는데, 의미추구는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의미발견은 진로결정수

준과 정적상관이 나타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하여 대학생의 삶의 의미발견에 대해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7.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의 성차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소명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직장생

활을 오래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 활동에 오래 참여할수록 소명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동원, 조남신, 2012; 김미란, 2008; 박윤미, 2011; 박정란, 김해선, 2012; 박종수,

2014; 박주현, 2011; 신현자, 2003; Dik, Eldridge, Steger, & Duffy, 2012; Duffy & Sedlacek,

2010; Hagmaier & Abele, 2012; Hirschi, 2011). 그런데 소명에 대한 성차 연구결과는 일관적이

지 않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ik 등(2012)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소명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Duffy 등(2013)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소명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Dik & Duffy(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소명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소명의식을 다룬 이성천(2011)의 연구에서와 대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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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박주현(2011)과 박종수(2014)의 연구에서도 소명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봉주(2015)의 연구에서는 소명의 하위요인인 초월적 부름에서는 여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명전체 점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권

선영과 김명소(2016)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에 비해 직업소명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녀 대학생은 소명을 영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으

로는 남성은 실용적이거나 인지적으로 여성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Sheri,

2009). 즉, 남녀 간에 소명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므로 성차의 존재를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선영, 김명소, 2016).

Super와 Knasel(1981)에 의하면, 진로적응성은 전 생애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므로 성별과 연

령에 관계없이 변화하는 일의 과업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차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장계영(2009)은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진로적응성이 다르지 않을 것이

라는 가정 하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에 성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Hirschi, 2009; Tien, Lin, Hsieh, & Jin, 2014; Yuen & Yau, 2015). 그러

나 진로발달 과정에 대한 성별의 질적 차이가 발견된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어 왔다

(Arbona & Novy, 1991; Armstrong & Crombie, 2000; Gray & O'Brien, 2007).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김수정, 2012; 문승태 등, 2012; 유형숙, 이수분, 이정희, 2014; 이

순희, 2012; 조성연, 민경석, 2011; 조성연, 홍지영, 2010; 조은혜, 201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차희정(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적

응성 측정을 위해 하위요인이 대인관계, 긍정적 태도, 주도성, 책임감으로 구성된 진로적응성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 태도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의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Zacher(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에서만 유의미하게 높고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삶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원천에 의해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고(손슬기, 2014; Steger &

Kashdan, 2007) 이에 따라 삶의 의미 경험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 간에

도 발견될 수 있다(권선영, 김명소, 2016).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진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차 연구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성차를 확인한 김진원(1995), 장자선(2007), 장다혜(20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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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청소년, 성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에서도(김정숙, 1987; 이경순, 정성진, 2006; 장지현, 2015; 정미란, 2004; 정채기, 1987;

Crumbaugh, 1968; Recker & Cousins, 1979; Yuen & Yau, 2015)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Baum과 Stewart(1990)의 연구에서는 생애발달을 다섯 단계로 나눈 후, 17세에서 96세 남녀를

대상으로 삶의 의미 수준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각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삶의 의미 수준이나 삶의 의미 원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의미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박수경, 1992; 오승은, 1994; 이안

영, 2006; Crumbaugh & Maholic, 1964; Namkung, 1980). 예를 들면 박은주(2011)의 연구에서

는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정화

(1986)의 연구와 박선영과 권석만(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삶의

의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희영

(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삶의 의미의 하위요인인 의미발견과 의미추구 모

두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직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성차

를 확인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재검증하

고자 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성역할정체감이 결정적으로 확립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성별이 진로결정수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성애, 2006). 특히, 여성은 출산, 육아, 가사활동으로 인해 남성과 다

른 진로발달과정을 겪으므로(Betz & Fitzgerald, 1987) 직업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성과

는 다른 장벽에 부딪혀 진로결정수준에서 성차가 발견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이수정,

2015). 개인은 개인의 믿음과 가치를 기반으로 자신의 태도를 계발한다는 기대가치이론

(expectancy-vale theory)에 대해 다룬 Eccles는 Bembenutty(2008)와의 인터뷰에서 남녀는 사

회화 과정에서 가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영향을 받으므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Betz와 Hackett(1981)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수준을

확인할 때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에서도(김동준, 1997; 김연정, 2013; 박수길, 이영희, 2002; 이성심, 주지

은, 김아영, 2006)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주경(2012)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의 진

로미결정수준이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학생의 진로결

정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연구(김완수, 2005; 문승태, 이상래, 2002; 이순희, 2012)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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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신정옥, 2012; 이우성, 2012; 전경애, 2005; 조경진, 2016; 진준혁,

2010; 피기용, 2005; Guay et al., 2003; Harren, 1979; Lunneborg, 1978; Neice & Bradley,

1979; Osipow et al., 1976; Pinder & Fitzgerald, 1984)도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에 대해 다룬 한수현(2003)의 연구와 이연옥(2015)의 연구에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

미결정과 관련변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정애경, 김계현과 김동민(2008)의 연구에서도 유의미

한 성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영선(1999)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

생에 비해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진로결정에 대한 성차 연구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모두에서 일관성 있

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

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각 변인들의 관계에서 성차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

으므로 가설보다는 연구문제로서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성차를 확인

하고 변인 간의 구조적 경로에서도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8.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

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은 소명이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소명은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경쟁모형을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모

형에서 진로적응성이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1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소명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진로적응성이 완전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

과 진로결정수준이 연결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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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1

그림 3. 경쟁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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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300명,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총 489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와 극단치

가 있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474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2.6세

(SD=2.69)이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214명(45.1%), 여학생이 260명(54.9%)이었고, 학년 분포

는 1학년 69명(14.6%), 2학년 100명(21.1%), 3학년 94명(19.8%), 4학년 170명(35.9%), 5학년 이

상 41명(8.6%)이었다. 여기서 5학년 이상은 5년제 학과 이상의 재학 중인 5학년 이상의 학생을

의미한다. 전공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57명(33.1%), 자연/공학계열 145명(30.6%), 경상계열 51

명(10.8%), 예술/체육계열 46명(9.7%), 의학/간호계열 57명(12.0%), 기타계열 18명(3.8%)이었다.

종교 분포는 기독교 117명(24.7%), 천주교 36명(7.6%), 불교 31명(6.6%), 무교 286명(60.3%), 기

타 4명(0.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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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74)

구 분 N 백분율(%)

성별
남 214 45.1

여 260 54.9

학년

1학년 69 14.6

2학년 100 21.1

3학년 94 19.8

4학년 170 35.9

5학년 이상 41 8.6

전공

인문/사회 157 33.1

자연/공학 145 30.6

경상 51 10.8

예술/체육 46 9.7

의학/간호 57 12.0

기타 18 3.8

종교

기독교 117 24.7

천주교 36 7.6

불교 31 6.6

무교 286 60.3

기타 4 0.8

2. 측정도구

가. 소명척도

소명을 측정하기 위하여 Dik 등(2008)이 개발하고 심예린(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소명척도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사용하였는데, 대학생들은 아직 직업을 갖기 전

이므로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재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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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명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

초월적 부름 1, 2, 3*, 4 4 .79

목적/의미 5, 6, 7, 8 4 .81

친사회적 지향 9, 10, 11, 12 4 .79

전체문항 12 .86

*역채점 문항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미래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VQ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이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의 부름, 사회적 요구, 내적 성찰을 통한 깨달음 등을 통해

확실히 결정된 진로라는 믿음과 일에서 삶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 및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한다. 초월적 부름(예: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을 것이다), 목적/의미(예: 나의 일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

록 도와줄 것이다), 친사회적 지향(예: 나의 일은 공익에 기여할 것이다)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

도록 되어 있고(1=전혀 아니다, 4=전적으로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예린(2010)의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는 초월적 부름 .83, 목적/의미 .74,

친사회적 지향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문항은 .86으로

나타났고 초월적 부름은 .79, 목적/의미는 .81, 친사회적 지향은 .79로 나타났다.

나. 진로적응성척도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진로적응성척도(Career

Adapt-Ability Scale, CAAS)를 Tak(2012)이 번안하고 정지은(201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

다. CAAS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응답자

가 진로를 쌓아나가는데 활용되는 강점들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를 묻는 자기보고식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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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

관심 1, 2, 3, 4, 5, 6 6 .85

통제 7, 8, 9, 10, 11, 12 6 .82

호기심 13, 14, 15, 16, 17, 18 6 .81

자신감 19, 20, 21, 22, 23, 24 6 .89

전체문항 24 .93

고 각 하위요인별로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

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4∼120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정지은(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 각 하위요인

별로는 관심 .77, 통제 .78, 호기심 .71, 자신감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문항은 .93, 관심은 .85, 통제는 .82, 호기심은 .81, 자신감은 .89로 나타났다.

표 6. 진로적응성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다. 삶의 의미척도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ger 등(2004)이 개발한 것을 원두리 등(2005)이 번안하고 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삶의 의미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요인 당 5문

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의미추구와 관

련된 문항의 예로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있고, 의미발견과

관련된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가 있다.

Steger 등(2004)이 여러 표본 집단을 대상을 조사하여 산출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의미추구 .86∼.87, 의미발견 .82∼.86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두리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모두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7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전체 문항 .88, 의미추구 .88, 의미발견 .8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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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삶의 의미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

의미추구 2, 3, 7, 8, 10 5 .88

의미발견 1, 4, 5, 6, 9* 5 .80

전체문항 10 .88

*역채점 문항

라. 진로결정수준척도

진로결정수준척도는 Osipow 등(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적절한 문장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의 진로

결정에 방해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

도를 측정하는 Likert 5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확신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고 진로미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16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나머지 1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평정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기 위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1∼2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음을, 3∼18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려는 목적에 맞게 3∼18번 문항을 역으로 채점하였

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Osipow 등(1980)의 연구에서 검사

-재검사신뢰도는 .90으로 보고되었고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고향자(1992)

의 연구에서 반분신뢰도는 .80,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문항 .91, 확신성 .83, 미결정성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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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진로결정수준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

확신성 1, 2 2 .83

미결정성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6 .92

전체문항 18 .91

*역채점 문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

자기실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84

마. 자기실현척도

자기실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Shostrom(1964)이 개발한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POI)

를 설기문(1995)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김용주(2006)가 수정 및 보완 했으며 김상룡(2009)이 연

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서 단일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실현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문항으로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룡(200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는(Cronbach's α)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84로 나타났다.

표 9. 자기실현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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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프로그램, AMOS 23.0 프로그램, Mplus 7.4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산

출하고 변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와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수에는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s

Analysis), 측정변수에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집단에 따라 경로계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

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로부터 생성하여 95%의 신뢰

구간에서 검증하였다. 그리고 Aroian 검증을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재검증하였다.

여덟째,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 변인의 반응패턴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

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홉째, 분류된 잠재계층에 따라 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1-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Fisher`s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사용하였다.

열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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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변인을 성별에 따라 나누고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

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확인하여 정규분포 가정을 충

족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표 10, 표 11, 표 12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

과하면 극단적인 왜도로 보며, 첨도는 8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본다(Kline, 2005). 3개

그룹에서 측정변수의 왜도 범위는 –2.41∼2.74, 첨도 범위는 –2.21∼.59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

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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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전체) (N=474)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소명 29.72 6.52 -.32 -1.42

초월적 부름 8.62 2.94 2.09 -2.15

목적/의미 11.36 2.53 .25 -2.21

친사회적 지향 9.74 2.70 1.48 -1.69

진로적응성 91.47 12.37 -.14 -.61

관심 22.94 3.87 -.21 -1.18

통제 23.14 3.62 -.10 -1.75

호기심 22.92 3.51 -.03 -1.22

자신감 22.47 3.77 .12 -2.08

삶의 의미 48.50 9.23 -2.33 .58

의미추구 23.24 5.24 -.25 -1.41

의미발견 25.26 5.09 -2.19 1.13

진로결정수준 56.98 12.80 2.74 -1.91

확신성 6.68 1.86 -.29 -1.39

미결정성 50.30 12.06 1.71 -1.91

자기실현 41.14 6.83 1.8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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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남학생) (N=214)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소명 30.52 6.42 .83 -.61

초월적 부름 8.95 2.83 .71 -1.19

목적/의미 11.49 2.56 .39 -1.64

친사회적 지향 10.09 2.70 .39 -1.31

진로적응성 92.50 12.41 -.13 -.56

관심 22.82 3.92 -1.33 -.70

통제 23.57 3.51 -.26 -1.46

호기심 23.10 3.53 .69 -1.58

자신감 23.01 3.77 .54 -1.74

삶의 의미 49.62 8.87 -1.01 .32

의미추구 23.85 5.15 -.77 -.38

의미발견 25.77 4.73 -2.41 .59

진로결정수준 56.51 12.98 1.69 -1.16

확신성 6.91 1.67 -1.83 -.34

미결정성 49.60 12.56 .77 -1.11

자기실현 42.66 6.73 .6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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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여학생) (N=260)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소명 29.05 6.53 1.95 -1.16

초월적 부름 8.35 3.01 2.58 -1.35

목적/의미 11.25 2.50 -.06 -1.54

친사회적 지향 9.45 2.67 1.65 -.89

진로적응성 90.62 12.30 .71 -.21

관심 23.04 3.84 -1.33 -.98

통제 22.78 3.67 -.72 -1.25

호기심 22.77 3.49 -.96 -.35

자신감 22.03 3.72 .98 -1.23

삶의 의미 47.59 9.43 -1.97 .23

의미추구 22.74 5.26 .40 -1.33

의미발견 24.85 5.33 -2.07 .55

진로결정수준 57.37 12.67 2.21 -1.56

확신성 6.50 1.99 -1.30 -1.69

미결정성 50.88 11.63 1.87 -1.83

자기실현 39.88 6.66 .69 .30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를 표 13, 표 14, 표 15에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 전체 그룹의 소명은 진로적응성

(r=.37, p<.001), 삶의 의미(r=.43, p<.001), 진로결정수준(r=.18, p<.001), 자기실현(r=.33,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

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r=.66, p<.001), 진로결정수준(r=.40, p<.001), 자기실현(r=.6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자기실현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수준(r=.41, p<.001)과 자기실현(r=.5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과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는 의미발견(r=.60, p<.001)과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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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r=.2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미추구가 높을수록

의미발견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발견은 진로결정수준(r=.5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미발견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자기실현(r=.16, p=.0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그룹의 소명은 진로적응성(r=.37, p<.001), 삶의 의미(r=.42, p<.001), 자기실현(r=.3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진로결정수준(r=.10, p=.140)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자기실현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r=.67, p<.001), 진로결정수준(r=.31, p<.001),

자기실현(r=.6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적응성이 높

을수록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

수준(r=.39, p<.001)과 자기실현(r=.5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

는 의미발견(r=.61, p<.001)과 진로결정수준(r=.2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의미추구가 높을수록 의미발견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미발견은 진로결정수준(r=.48,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미발견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자기실현

(r=-.03, p=.685)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학생 그룹의 소명은 진로적응성(r=.37, p<.001), 삶의 의미(r=.42, p<.001), 진로결정수준

(r=.25, p<.001), 자기실현(r=.3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r=.65, p<.001), 진로결정수준(r=.48, p<.001), 자기실현(r=.58,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

미, 진로결정수준,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수준(r=.43,

p<.001)과 자기실현(r=.49,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자기실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는 의미발견

(r=.59, p<.001)과 진로결정수준(r=.2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의미추구가 높을수록 의미발견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발견

은 진로결정수준(r=.5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미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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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자기실현(r=.29,

p<.0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실현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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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각 변인 간 상관분석(전체) (N=474)

소명
초월적

부름

목적/

의미

친

사회적

지향

진로

적응성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삶의

의미

의미

추구

의미

발견

진로

결정

수준

확신성
미

결정성

소명

초월적 부름 .80
***

목적/의미 .79*** .43***

친사회적 지향 .80
***

.43
***

.50
***

진로적응성 .37
***

.18
***

.40
***

.33
***

관심 .37*** .18*** .43*** .30*** .81***

통제 .29
***

.11
*

.35
***

.25
***

.86
***

.61
***

호기심 .30
***

.16
**

.29
***

.29
***

.84
***

.60
***

.60
***

자신감 .28*** .16** .27*** .26*** .84*** .50*** .67*** .63***

삶의 의미 .43
***

.29
***

.40
***

.35
***

.66
***

.58
***

.56
***

.55
***

.52
***

의미추구 .38
***

.26
***

.34
***

.31
***

.58
***

.50
***

.48
***

.52
***

.44
***

.89
***

의미발견 .39*** .26*** .37*** .32*** .60*** .55*** .52*** .45*** .50*** .90*** .60***

진로결정수준 .18
***

.06 .28
***

.11
*

.40
***

.42
***

.39
***

.24
***

.27
***

.41
***

.21
***

.51
***

확신성 .37
***

.23
***

.31
***

.36
***

.56
***

.53
***

.48
***

.37
***

.47
***

.51
***

.35
***

.55
***

.46
***

미결정성 .13** .03 .25*** .06 .34*** .37*** .34*** .19*** .22*** .36*** .17*** .46*** .99*** .34***

자기실현 .33
***

.20
***

.28
***

.33
***

.60
***

.37
***

.55
***

.51
***

.59
***

.51
***

.47
***

.44
***

.16
**

.43
***

.10
*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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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각 변인 간 상관분석(남학생) (N=214)

소명
초월적

부름

목적/

의미

친

사회적

지향

진로

적응성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삶의

의미

의미

추구

의미

발견

진로

결정

수준

확신성
미

결정성

소명

초월적 부름 .79
***

목적/의미 .80*** .44***

친사회적 지향 .80
***

.41
***

.49
***

진로적응성 .37
***

.15
*

.44
***

.31
***

관심 .40*** .23** .47*** .25*** .83***

통제 .28
***

.09 .38
***

.22
**

.86
***

.66
***

호기심 .33
***

.13 .32
***

.35
***

.85
***

.61
***

.63
***

자신감 .24*** .04 .31*** .22** .83*** .52*** .64*** .64***

삶의 의미 .42
***

.24
***

.45
***

.32
***

.67
***

.63
***

.53
***

.57
***

.53
***

의미추구 .37
***

.21
**

.36
***

.32
***

.61
***

.54
***

.47
***

.57
***

.47
***

.89
***

의미발견 .38*** .22** .44*** .27*** .59*** .58*** .48*** .46*** .48*** .91*** .61***

진로결정수준 .10 0 .28
***

-.03 .31
***

.38
***

.34
***

.15
*

.17
*

.39
***

.21
**

.48
***

확신성 .41
***

.31
***

.37
***

.31
***

.53
***

.56
***

.41
***

.38
***

.43
***

.51
***

.40
***

.51
***

.31
***

미결정성 .05 -.04 .24*** -.07 .25*** .32*** .29*** .10 .12 .34*** .16* .43*** .99*** .19**

자기실현 .32
***

.16
***

.28
***

.33
***

.62
***

.41
***

.54
***

.53
***

.61
***

.50
***

.53
***

.39
***

.03 .44
***

-.03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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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각 변인 간 상관분석(여학생) (N=260)

소명
초월적

부름

목적/

의미

친

사회적

지향

진로

적응성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삶의

의미

의미

추구

의미

발견

진로

결정

수준

확신성
미

결정성

소명

초월적 부름 .80
***

목적/의미 .79*** .43***

친사회적 지향 .80
***

.44
***

.51
***

진로적응성 .37
***

.19
**

.37
***

.33
***

관심 .36*** .14* .40*** .34*** .81***

통제 .28
***

.10 .33
***

.26
***

.86
***

.59
***

호기심 .28
***

.17
**

.27
***

.23
***

.83
***

.60
***

.58
***

자신감 .30*** .23*** .23*** .26*** .84*** .50*** .69*** .63***

삶의 의미 .42
***

.31
***

.35
***

.36
***

.65
***

.57
***

.57
***

.52
***

.51
***

의미추구 .37
***

.28
***

.32
***

.29
***

.55
***

.47
***

.47
***

.49
***

.40
***

.89
***

의미발견 .39*** .27*** .31*** .35*** .61*** .53*** .55*** .44*** .50*** .89*** .59***

진로결정수준 .25
***

.11 .28
***

.24
***

.48
***

.46
***

.45
***

.32
***

.38
***

.43
***

.22
***

.55
***

확신성 .33
***

.16
*

.27
***

.38
***

.57
***

.52
***

.52
***

.36
***

.49
***

.49
***

.30
***

.58
***

.58
***

미결정성 .22*** .09 .26*** .19** .43*** .41*** .40*** .28*** .32*** .39*** .19** .50** .99*** .46***

자기실현 .31
***

.20
**

.26
***

.29
***

.58
***

.36
***

.55
***

.48
***

.56
***

.49
***

.42
***

.46
***

.29
***

.40
***

.24
***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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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FI IFI CFI SRMR

측정모형 245.63
***

38 .890 .906 .905 .056

2.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 절차에 따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NFI, IFI, CFI, SRMR 지수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NFI, IFI, C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SRMR은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여겨진다(Bentler & Bonett, 1980; Hu & Bentler, 1999; Kline,

2005).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17에 제시하였다. 소명은 .58～.75, 진로적응성은 .76～.82, 삶

의 의미는 .70과 .86, 진로결정수준은 .47과 .71로 나타났다.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통상적 수

용기준인 .40을 넘으므로(Ford, MacCallum, & Tait, 1986)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

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는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가 .88로 .8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나(문수백, 2009) 나머지 잠

재변인 간의 관계(.51～.82)는 양호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과 자신

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수준의 상관

계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삶의 의미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개

념이므로 진로 영역과 함께 연구하는 것은 폭 넓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상관이 높게 나온 두 변인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합치기보다 상관이 높게 나온 이유를 제

시하고 그대로 분석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우종필(2012)의 제안에 따라 모형의 수정 없이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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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측정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변인 B β S.E. t

소명

->초월적 부름 1.00 .69

->목적/의미 1.02 .75 .09 11.11***

->친사회적 지향 .91 .58 .09 9.86***

진로적응성

->관심 1.10 .76 .07 16.31***

->통제 1.11 .82 .06 17.70***

->호기심 1.00 .76

->자신감 1.09 .77 .07 16.59***

삶의 의미
->의미추구 1.00 .70

->의미발견 1.27 .86 .09 14.70***

진로결정수준

->확신성 .23 .71 .03 8.88***

->미결정성 1.00 .4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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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의 잠재평균분석

연구모형의 각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t-검증이나 일원분산분석과는 다르게 측정오차를 고

려한 상태에서 잠재변인의 평균을 비교하기 때문에 집단 간의 차이를 더 정확히 검증하는 신

뢰로운 통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잠재평균분석의 기본 가정으로

는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먼저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표 18의 모형1에 제시하였다. RMSEA는 그 값이 .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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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FI IFI CFI RMSEA

모형1: 형태 동일성(기저모형) 297.53
***

76 .871 .901 .899 .079

모형2: 측정 동일성 305.02
***

83 .868 .900 .899 .075

모형3: 절편 동일성 341.61
***

94 .852 .888 .888 .075

모형4 : 요인 분산 동일성 352.84
***

98 .847 .885 .884 .074

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적당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기저모형 적합도가 허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 동일성 가

정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p<.001

형태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은 집단에

따라 요인부하량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측정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려면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의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표 18의 모형1과 모형2의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으므로(△(7)=7.49, p=.38)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

도구들이 남·여학생 집단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절편 동일성은 잠재변

인에서 같은 값을 갖는 응답자는 집단에 상관없이 같은 측정변인 값을 가져야 함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측정 동일성 모형과 여기서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의 적합

도를 비교하였다. 모형2와 모형3의 값의 차이는 유의미했지만(△(7)=36.59, p<.001)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는 모형3이 모형2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므로(△NFI=.016, △IFI=.012,

△CFI=.011, △RMSEA=0)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측정도구와 절편이

두 집단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잠재평균분석은 요인의 평균을 직접적

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비교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하고 측정 집단의 잠재평균을 측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Cohen의 효과의

크기를 산출할 때, 공통 표준편차를 적용하므로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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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여자 남자

d 전체평균
잠재평균 평균 잠재평균 평균

소명 0 29.05 .45 30.52 .24* 29.72

초월적 부름 - 8.35 - 8.95 .20* 8.62

목적/의미 - 11.25 - 11.49 .09 11.36

친사회적 지향 - 9.45 - 10.09 .24* 9.74

진로적응성 0 90.62 .47 92.50 .18 91.47

삶의 의미 0 47.59 .89 49.62 .25* 48.50

의미추구 - 24.85 - 25.77 .18* 25.26

의미발견 - 22.74 - 23.85 .21* 23.24

진로결정수준 0 57.37 1.12 56.51 .19 56.98

형3과 모형4의 값의 차이는 유의미했지만(△(4)=11.23, p=.024)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형4

가 모형3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며(△NFI=.016, △IFI=.012, △CFI=.011) RMSEA 값은

오히려 더 좋아졌으므로(△RMSEA=-.001) 요인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가정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Cohen의 효과의 크기 기준은 d값이 .2이하이면 작은 편, .5이하이면 중간, .8이상이면 큰 것으

로 해석한다(Cohen, 1988).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소명(p=.027)과 삶의 의미(p=.016)가 유의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의 크기는 소명(d=.24)과 삶의 의미(d=.25) 모두 작은 수준

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두 잠재변인의 하위요인에 평균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명은 초월적 부름(t=2.20,

p=.028)과 친사회적 지향(t=2.59, p=.010)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의 크기는 초월적 부름은 작은 편, 친사회적 지향은 작은 수준 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목적/의미(t=1.00, p=.320)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에서는 의미추구(t=1.98, p=.048)와 의미발견(t=2.31, p=.021)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는 의미추구(d=.18)는

작은 편, 의미발견(d=.21)은 작은 수준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9.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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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모형 검증

가. 적합도 분석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적합도를 비교 하였다. 연구모형은 소명이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

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매개 및 이중매개모형이다. 연구모

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쟁모형1, 경쟁모형2의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경쟁모형1은 연구모형에서 진로적응성이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부분매개모형이고

경쟁모형2는 연구모형에서 소명이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 및 이중매

개모형이다. 각 모형을 <그림 5>, <그림 6>,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그림 5. 연구모형(부분매개 및 이중매개모형)

그림 6. 경쟁모형1(부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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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p) df NFI IFI CFI SRMR

연구모형 245.63*** 38 .890 .906 .905 .056

경쟁모형1 367.44*** 39 .836 .851 .850 .089

경쟁모형2

(최종모형)
246.95*** 39 .890 .906 .905 .056

그림 7. 경쟁모형2(완전매개 및 이중매개모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245.63, p<.001,

NFI=.890, IFI=.906, CFI=.905, SRMR=.056)과 경쟁모형2(=246.95, p<.001, NFI=.890, IFI=.906,

CFI=.905, SRMR=.056)의 적합도 지수는 NFI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에서 최소 수용 기준을 충

족하였고 경쟁모형1(x2=367.44, p<.001, NFI=.836, IFI=.851, CFI=.850, SRMR=.089)은 모든 적합

도 지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 간의 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1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는 △(1)=121.81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는 △(1)=1.32, p=.25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idaman(1985)은 두 모형을 비교할 때 CFI의 차이가 .01보다

크면 높은 CFI를 갖는 모형을 갖는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는 CFI가

동일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2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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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최종모형 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소명 -> 진로적응성 .51*** - .51***

소명 -> 삶의 의미 .25** .34*** .59***

소명 -> 진로결정수준 - .54*** .54***

진로적응성 -> 삶의 의미 .66*** - .66***

진로적응성 -> 진로결정수준 .32** .42*** .74***

삶의 의미 -> 진로결정수준 .64*** - .64***

R2 진로적응성=.26 삶의 의미=.67 진로결정수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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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종모형 경로계수

최종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8과 표 21에 제시하였고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소명은 진로적응성(β=.51, p<.001)과 삶의 의미(β=.25, p<.001)

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β=.66, p<.001)와 진로

결정수준(β=.32, p=.004)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수

준(β=.64,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최종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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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간접효과의 재검증

경로 β SE z

소명->진로적응성->삶의 의미 .34 .13 6.47
***

진로적응성->삶의 의미->진로결정수준 .42 .04 4.81***

***p<.001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보다 정밀한 기법으로 알려진 Aroian

검증을 사용하였고(Preachers & Leonardelli, 2001) 분석 결과를 표 22에 제시하였다. 소명이

진로적응성을 거쳐 진로결정수준에 이르는 간접경로(β=.34, p<.001)가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매

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진로적응성이 삶의 의미를 거쳐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간접경로(β=.42,

p<.001)도 유의함에 따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종모형에 대한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

일성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형태 동일성은 두 집단의 요인구조가 동일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아 허용 가능한 수준이면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남학생 집단 모형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의 오차변량이 음수(헤이우드 케이스)로 나타나 아주 작은 수(.0001)로 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 집단(=151.38, p<.001, NFI=.856,

IFI=.890, CFI=.888, SRMR=.069)과 여학생 집단(=148.83, p<.001, NFI=.882, IFI=.910,

CFI=.909, SRMR=.056) 모두에서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형태 동일성 가

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62 -

표 23. 성별 간 적합도 지수

(p) df NFI IFI CFI SRMR

남학생 151.38*** 40 .856 .890 .888 .069

여학생 148.83*** 39 .882 .910 .909 .056

***p<.001

표 24. 모형 간 적합도 지수

x²(p) df NFI IFI CFI SRMR

자유모형 300.23*** 79 .870 .901 .900 .069

제약모형 307.51*** 84 .867 .900 .899 .070

***p<.001

측정 동일성은 집단별로 요인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두 집단에서 모든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수치를 추정하는 자유모형과 잠재변인들 사이의 요인

계수가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을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여기서 제약모형은 기저모형

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차이 검증을 통해 측정 동

일성 가정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차이

는 △(5)=7.28, p=.2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9와 표 25에 제시하였고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소명은 진로적응성(β=.54, p<.001)과 삶의 의

미(β=.25, p=.003)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β=.68,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수준(β=.24, p=.261)에는 유의미

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수준(β=.79,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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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매개모형 효과분석(남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소명 -> 진로적응성 .54*** - .54***

소명 -> 삶의 의미 .25** .37*** .62***

소명 -> 진로결정수준 - .62*** .62***

진로적응성 -> 삶의 의미 .68*** - .68***

진로적응성 -> 진로결정수준 .24 .54*** .78***

삶의 의미 -> 진로결정수준 .79*** - .79***

R2 진로적응성=.29 삶의 의미=.71 진로결정수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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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최종모형 경로계수(남학생)

Aroian 검증을 통해 남학생 집단 구조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한 결과를 표 26에 제시하였

다. 소명이 진로적응성을 거쳐 삶의 의미로 가는 간접경로(β=.37, p<.001)가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진로적응성이 삶의 의미를 거쳐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간접경로

(β=.54, p<.01)가 유의함에 따라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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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간접효과의 재검증(남학생)

경로 β SE z

소명->진로적응성->삶의 의미 .37 .17 4.39***

진로적응성->삶의 의미->진로결정수준 .54 .06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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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10과 표 27에 제시하였고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소명은 진로적응성(β=.48, p<.001)과 삶의 의

미(β=.23, p=.003)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β=.65,

p<.001)와 진로결정수준(β=.39, p=.002)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의

미는 진로결정수준(β=.54,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 최종모형 경로계수(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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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매개모형 효과분석(여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소명 -> 진로적응성 .48*** - .48***

소명 -> 삶의 의미 .23
**

.31
***

.54
***

소명 -> 진로결정수준 - .48*** .48***

진로적응성 -> 삶의 의미 .65*** - .65***

진로적응성 -> 진로결정수준 .39** .35*** .74***

삶의 의미 -> 진로결정수준 .54*** - .54***

R2 진로적응성=.23 삶의 의미=.62 진로결정수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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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간접효과의 재검증(여학생)

경로 β SE z

소명->진로적응성->삶의 의미 .31 .13 4.33***

진로적응성->삶의 의미->진로결정수준 .35 .05 3.48***

***p<.001

Aroian 검증을 통해 여학생 집단 구조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한 결과를 표 28에 제시하였

다. 소명이 진로적응성을 거쳐 삶의 의미로 가는 간접경로(β=.31, p<.001)가 유의함에 따라 부

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로적응성이 삶의 의미를 거쳐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간접경로(β

=.35, p<.001) 또한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5. 소명의 하위요인 및 자기실현 잠재프로파일분석

가. 잠재계층 수 선정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의 조합에 따른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도를

토대로 집단 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지표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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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모형 AIC BIC saBIC LMR BLRT Entropy

1-class 5393 5425 5400 - - -

2-class 5114 5168 5127 .000 .000 .693

3-class 5058 5134 5076 .002 .000 .760

4-class

(최종모형)
5037 5133 5060 .016 .000 .799

5-class 5026 5142 5053 .115 .013 .781

6-class 5012 5149 5045 .112 .000 .765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d-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를 확인하였다. AIC, BIC, saBIC는 수치가 낮을수록 LMR과 BLRT는 유의확률

이 .05미만일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Entropy 통계치는 0에서 1의 범위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이러한

지표들과 더불어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가장 설명력이 좋

은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집단을 대표하는

최소 비율에 관한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10%로 정한다. 본 연구

에서는 그 기준을 1%로 정하였다.

잠재계층 수를 1개부터 시작하여 1개씩 증가시키면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표 29에 제시하였다. 먼저 5개와 6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AIC, saBIC값이 나

타났으나 LMR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5개 잠재계층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LMR의 유의확률은 4개 이하의 잠재계층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모형에서 4개 잠

재계층 모형이 AIC, BIC, saBIC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고 Entropy 지수도 전체 모형

중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표 30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표본수가 가장 낮은 계층의 비율

이 4.0%로 나타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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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잠재계층 분류율 단위: 명(%)

모형 1 2 3 4 5 6

1-class
474

(100)

2-class
250

(52.7)

224

(47.3)

3-class
214

(45.2)

229

(48.3)

31

(6.5)

4-class
215

(45.3)

208

(43.9)

19

(4.0)

32

(6.8)

5-class
46

(9.7)

190

(40.1)

184

(38.8)

24

(5.1)

30

(6.3)

6-class
19

(4.0)

63

(13.2)

156

(33.0)

180

(38.0)

28

(5.9)

28

(5.9)

잠재계층 추정을 통해 4개의 계층으로 분류된 표본의 특성을 그림 11에 제시하고 잠재계층별

특성을 근거로 하여 각 잠재계층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Class 1은 초월적 부름, 목적/의

미, 친사회적 지향, 자기실현 모두가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자기실현 수준이 낮으므로 ‘소

명 비자기실현형’이라 명명하였다. Class 2는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자기실현

모두가 가장 낮고 자기실현 수준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비소명형’이라 명명하였다.

Class 3은 초월적 부름과 목적/의미가 가장 높고 친사회적 지향은 낮으며 자기실현은 중간 수

준을 나타내고 있어 ‘초월부름·목적소명형’이라 명명하였다. Class 4는 전반적인 소명 수준과

자기실현이 가장 높아 ‘소명 자기실현형’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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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에 따른 잠재계층

나. 잠재계층의 특성

분류된 잠재계층이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각 계층별로 정규분포 가정여부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범위는 –2.24∼2.20,

첨도범위는 –1.90∼1.68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법을 사용하였다.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

는 집단에서는 Welch 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Dunnet T3를 사용하였다.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명전체 점수는 ‘소명 자기실현형’, ‘초월부름·목적소명형’, ‘소명 비자기실현

형’, ‘비소명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잠재계층을 가장 잘 판별해 주는 요인은

친사회적 지향(F=464.99, p<.001), 목적/의미(F=235.96, p<.001), 초월적 부름(F=160.21,

p<.001), 자기실현(F=229.50, p<.0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 전체 점수는 ‘소명 자기실

현형’과 ‘소명 비자기실현형’이 ‘초월부름·목적소명형’과 ‘비소명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초월부름·목적소명형’은 ‘비소명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실현의 전체

점수는 ‘소명 자기실현형’이 ‘초월부름·목적소명형’, ‘비소명형’, ‘소명 비자기실현형’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으며 ‘초월부름·목적소명형’은 ‘소명 비자기실현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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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잠재계층 간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 차이 검증

종속변수 잠재계층 N M(SD) F
Scheffé/

Dunnet T3

소명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3.32(.26)

197.34
***

d,a>c>b

비소명형(b) 208 1.85(.28)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3.17(.20)

소명 자기실현형(d) 32 3.48(.29)

초월적

부름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3.13(.60)

160.21
***

a,c>b

비소명형(b) 208 1.61(.52)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3.25(.37)

소명 자기실현형(d) 32 2.99(.68)

목적/

의미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3.45(.44)

235.96
***

c,d,a>b
비소명형(b) 208 2.20(.49)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3.84(.24)

소명 자기실현형(d) 32 3.72(.32)

친사회적

지향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3.40(.36)

264.99
***

d>a>c,b
비소명형(b) 208 1.76(.40)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2.12(.30)

소명 자기실현형(d) 32 3.74(.26)

자기실현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2.70(.52)

229.50
*** d>c>a

d>b

비소명형(b) 208 3.23(.50)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3.57(.15)

소명 자기실현형(d) 32 4.15(.5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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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잠재계층 간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

종속변수 잠재계층 N M(SD) F LSD

진로

적응성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92.75(11.72)

33.35
***

d>c>a>b

비소명형(b) 208 87.13(11.07)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99.00(10.50)

소명 자기실현형(d) 32 106.63(9.73)

삶의

의미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50.03(8.45)

34.38
***

d>c,a>b
비소명형(b) 208 44.85(8.46)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53.84(9.53)

소명 자기실현형(d) 32 58.84(6.50)

진로

결정수준

소명 비자기실현형(a) 215 56.96(12.66)

5.83
**

c,d>a,b
비소명형(b) 208 55.39(11.67)

초월부름·목적소명형(c) 19 64.53(11.82)

소명 자기실현형(d) 32 63.03(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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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각 계층별로 정규성 가정여부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범위는 -2.45∼2.83,

첨도범위는 –1.38∼2.98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여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Fisher`s LSD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32와 그

림 11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의 용이한 비교를 위하여 원점수를 표준화한 후 그래프를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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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잠재계층 간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비교(표준화 점수)

각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면, ‘소명 비자기실현형’ 계층에서는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

수준 모두가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명형’ 계층에서는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

결정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월부름·목적소명형’ 계층에서는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가 두 번째로 높고 진로결정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에서는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가 가장 높았으며 진로결정수준은 두 번째로

높았지만 가장 높은 ‘초월부름·목적소명형’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6. 잠재계층 분류 영향 요인 분석

앞에서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에 따라 잠재계층이 분류되었고 각 계층별로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절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나이,

성별, 종교가 잠재계층에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

수 B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Exp(B)는 회귀계수 B에 대한 승산비로서 각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의 증가 배수

를 의미한다(이희연, 노승철, 2013). 만일 Exp(B)의 값이 1보다 크면 독립변인이 한 단위 증가

할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1보다 작으면 독립변인이 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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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비교집단에 비해 준거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에 따른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33에 제시하였다. 준거집단을 ‘소명 자기실현형’, 비교집단을 ‘비소명형’으로 설정하였을 때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비소명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0.31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비소명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0.38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준거집단을 ‘초월부름·목적소명형’, 비교집단을 ‘소명 비자기실현형’으로 설정하였을 때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평균 소명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0.21배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비교집단을 ‘비소명형’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나이가 한 살이 많을수록 ‘비소명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1.28배 높아졌으며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비소명형’ 집단

에 속할 확률이 0.11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을 ‘비소명형’, 비교집단을 ‘소명 비

자기실현형’으로 설정하였을 때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평균 소명형’ 집단에 속

할 확률이 1.9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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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영향 요인 분석

준거집단 비교집단 예측변인 B SE Exp(B)

소명

자기실현형

소명 비자기실현형

나이 -.01 .07 .99

종교 -.50 .38 .61

성별 -.61 .41 .55

비소명형

나이 .03 .07 1.03

종교 -1.17 .39 .31**

성별 -.97 .41 .38*

초월부름·목적소명형

나이 -.22 .12 .80

종교 1.05 .67 2.86

성별 -.61 .61 .54

초월부름·목적

소명형

소명 비자기실현형

나이 .21 .11 1.23*

종교 -1.55 .58 .21**

성별 .00 .50 1.00

비소명형

나이 .25 .11 1.28*

종교 -2.22 .59 .11***

성별 -.36 .51 .70

비소명형 소명 비자기실현형

나이 -.04 .04 .96

종교 .68 .21 1.97**

성별 .37 .21 1.4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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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평생직장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진로결정에서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진로결정에 있어서 이전 연구에서 치중되었던 진로정보나 개인

의 특성 이외에 개인의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이지원, 201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변인으로 소명을 선택하여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를

포함한 구조적 모형을 통해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기실현을 조합하여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분류된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

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잠재계층 분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해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는 우울과 신경증 등의 역기능적인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Steger et al., 2006) 의미발견은 진로 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Buyukgoze-Kavas et al., 2014). 따라서 삶의 의미의 두 하위요인은 서로 다른 성

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제기되어 왔다(Steger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결

과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서양 문화권과는 다르게 정적 상

관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추구는 의미발견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이 보고된 여러 국내 연

구(김경희, 이희경, 2013; 김보라, 2010; 김상희, 2015; 김유진, 2013; 정미영, 2010; 조은진,

2016; 조은향, 2009; 차정희,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수

준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삶의 목적을 찾

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순간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체화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리

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자신이 설정했던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추구는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래의 진로를 조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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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의미추구와 진로결정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수정(2015)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적응성은 삶의 의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

성이 삶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밝힌 여러 연구들(Buyukgoze-Kavas et al., 2015; Praskova et

al., 2014; Yuen & Yau, 2015)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의미추구와 진로성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조은혜 등(2012)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다. 진로는 한 개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만큼(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진로와 삶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지는 이유는 스스로의 진로에 성공적

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생은 삶의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

과, 소명과 삶의 의미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소명과 삶의

의미 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명의 경우 국내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기존 연구(박종수, 2014; 박주현, 2011; Dik & Duffy, 2010; Dik et al., 2012)와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소명이라는 개념은 최근 진로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긴 하나 종교적인

성격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교나 신앙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

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소명 수준의 성차를 재탐

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의 의미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정화(1986)의 연구와 박선영

과 권석만(2012)의 연구와 동일하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던 선행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의미 수준

이 낮은 이유가 여성에게 구시대적인 가치관이 적용되어 남성에 비해 수동성과 피지배성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삶의 의미 수준이 동일하거나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높은 삶의 의미 수준을 지각하고 있는 연구결과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미

란(2005)은 여성이 과거의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깨어나고 있

으며 점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적응성에서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연구(Hirschi, 2009;

Tien, Lin, Hsieh, & Jin, 2014; Yuen & Yau, 2015)와 진로결정수준에서 남녀의 차이가 발견되

지 않은 연구(신정옥, 2012; 이우성, 2012; 전경애, 2005; 조경진, 2016; 진준혁, 2010; 피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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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Guay et al., 2003; Harren, 1979; Lunneborg, 1978; Neice & Bradley, 1979; Osipow et

al., 1976; Pinder & Fitzgerald, 1984)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연

구를 할 때 성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Lucas(1993)의 제안과는 다른 결과이다. 현대사

회에 들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선택의 폭도 남성만큼이나 다양해졌다. 그

러면서 자연스레 여성과 남성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해지고 이러한 가치관과 사회적 분

위기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삶과 진로 영역은 가치관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의미를 다르게 지각하며 진로선택에도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치관은 양육환경이나 문화 등에 따라 개인의 습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교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가치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소명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

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명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

에서 진로적응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명이 삶의 의미를 높이는데 진로

적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로부터 소명을 받아 미래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수록 스스로의 진로에 성

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인 진로적응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삶의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결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즉,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삶의 의미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를 세밀히 탐색해 보아야 하고 삶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들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의 관계에는 성별에 차이가 있

으므로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를 거쳐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는 소명이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 변인을 함께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소명의식

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명 수

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진로결정수준을 높임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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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은 소명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이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할 가능성을 높여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명이 진로적응성을 정적으로 설명함을 보고한 국내외 연구들과

(신윤정, 2013; Douglass & Duffy, 2015; Guo et al., 2014; Praskova et al., 2014) 진로적응성

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임을 확인한 연구(박현영, 2011; 이순희, 2012; 이정아, 2014), 소명이 높을

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진다고 밝힌 국내외 연구(장진이, 이지연, 2014a; 장진이, 이지연, 2014b;

Duffy et al., 2012; Duffy et al., 2014; Praskova et al., 2014; Steger et al., 2010),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함을 확인한 연구들과(김완수, 2005; 이수정, 2015)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소명 수준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는 진로소명과 진로

성숙도가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박종수, 2014; 박주현 2011; 오수진,

2011; 이봉주, 2015)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소명의식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적응

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개인이 특정 진로에 스스로 부여한 소명의식이 진로와 관련된 과업

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다룬 진로적응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적응력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실제 진로에 대한 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김수영, 배성아, 2014). 결

국, 진로에 대해 확실한 의미와 목적을 찾은 대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에 능동적이고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신의 삶

을 이해하고 발견한 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수정,

2015).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진로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대학생은 원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목적을 찾은 개인은 주위의 도움 없이도 진로결

정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로 상담자들은 대학생들의 적절한 진로지도를

위하여 내담자의 진로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

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다집단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의 성차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 집단은 진로적응성과 진로

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 집단은 삶의 의미

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는 진로적응 수준과 삶의 의미

를 깨닫고 있는 정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남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는 진로적응성이

삶의 의미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방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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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활동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고 삶의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에 적응하는 기술보다는 분명

한 삶의 목적의식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구체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차이로 인해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경로에서 성차

가 발견되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명의 하위 차원들과 자기실현을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잠재계층 1은 소명의 하위차원이 모두 높고 자기실현이 낮은 ‘소명 비

자기실현형’이다. 이 집단은 진로소명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자신의 잠재능력을 찾고 계발하는

데 소홀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계층 2는 소명의 모든 유

형이 가장 낮고 자기실현이 중간 수준인 ‘비소명형’이다. 이 집단은 소명의식은 부족하고 자기

실현 수준은 중간 정도인 집단이다. 잠재계층3은 소명의 하위 차원 중 초월적 부름과 목적/의

미가 가장 높고 자기실현이 비교적 높은 ‘초월부름·목적소명형’이다. 이 집단은 일을 통해 삶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자기실현 수준이 높은 편인 집단이다. 잠

재계층4는 소명의 모든 유형이 높으며 자기실현이 가장 높은 ‘소명 자기실현형’이다. 이 집단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으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이 높은 집단이다.

여섯째, 각 잠재계층 별로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명과 자기

실현의 조합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살

핀 선행연구(신윤정, 2013; 이지원, 이기학, 2015; Douglass & Duffy, 2015)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소명수준이 가장 낮은 ‘비소명형’ 계층에 비

해 나머지 모든 계층의 진로적응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명수준이 가장 높은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의 진로적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명 비자기실현형’

계층은 ‘초월부름·목적소명형’ 계층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명의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

의미하진 않았지만 진로적응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에 대한 소명의식 수

준이 높더라도 자기실현 수준이 낮아 자신만의 심리적 특성 계발에 소홀한 유형은 소명 수준

에 비해 진로적응성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 하위요인과 자

기성장주도성을 조합하여 네 개의 군집을 도출한 이지원과 이기학(201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소명의 모든 하위요인이 높고 자기성장주도성이 낮은 집단

이 소명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만 높고 자기성장주도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진로적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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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곱째, 각 잠재계층 별로 삶의 의미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을 대상으로 소명과 삶의 의미의 관계를 살핀 기존 연구들(Duffy et al., 2012; Duffy et al.,

2014; Steger et al., 2010)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소명이 삶의 의미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명의식 수준이 가장 낮은 ‘비소명형’ 계층이 나머지 계층에 비해 삶의 의

미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이 가장 높은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의 삶의 의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수준이 높고 자기실현이 낮은 ‘소명 비자기실현형’이

그 보다 소명 수준이 낮고 자기실현이 높은 ‘초월부름·목적소명형’과 삶의 의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실현하고자 애쓰지 않

을 경우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덟째,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확인한 강영숙(2016)의 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소명이 두 번째로 낮은 ‘초월부름·목적소명

형’이 소명이 가장 높은 ‘소명 자기실현형’ 보다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진로결정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명 비자기실현형’, ‘비소명형’ 계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월부름·목적소명형’ 계층과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을 살펴보면, ‘초월부름·목적소명형’은 ‘소

명 자기실현형’에 비해 초월적 부름과 목적/의미가 비슷하고 친사회적 지향과 자기실현이 유의

미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친사회

적 지향과 자기실현이 낮더라도 초월적 부름과 목적/의미가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소명 비자기실현형’은 ‘소명 자기실현형’과 초월적 부름

과 목적/의미가 비슷하지만 친사회적 지향과 자기실현 모두가 유의미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초월적 부름과 목적/의미가 높더라도 진로결

정수준이 낮을 수 있음이 확인되어 앞서 언급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소명의 구성 요인에

대한 명확히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월적 부름이 소명의 필수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

음을 밝힌 박종수(2014)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소명 비자기실현형’이 ‘초월부름·목적

소명형’에 비해 소명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과 ‘소명 비자기실현형’이

‘비소명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명 수준이 높음에도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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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생은 소명과 자기실현 모두가 높은 경우와 소명은

높고 자기실현이 낮은 경우로 양분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명연구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고한 이지원과 이기학(2015)의 연구

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홉째, 잠재계층 분류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나이, 종교, 성별이다. 나이는 ‘소명 비자기실현

형’ 계층과 ‘초월부름·목적소명형’ 계층 사이와 ‘비소명형’ 계층과 ‘초월부름·목적소명형’ 계층

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소명 비자기실현형’ 계층과 ‘비소명형’ 계층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은 어느 계층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어린 나이가 삶의 의미,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을 평균이 넘는 수준까지 높여

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진로에 대

한 적응력과 결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연구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압박을 더욱 많이 받고 자신

의 삶에 대해서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

로 추측된다. 하지만 어린 나이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성과 삶의 의미에는 영향력을 미

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비소명형’ 계층과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 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소명 자기실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진

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계층과 가장 낮은 수준의 계층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며 그 이외의 계층끼리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

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성별이 잠재계층 분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종교유무는 ‘비소명형’ 계층과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 간, ‘소명 비자기실현형’ 계층과 ‘초월부

름·목적소명형’ 계층 간, ‘비소명형’ 계층과 ‘초월부름·목적소명형’ 계층 간, ‘소명 비자기실현형’

계층과 ‘비소명형’ 계층 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월부름·목적소명형’

계층과 ‘소명 자기실현형’ 계층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잠재계층은 진로적

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모두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소명 자기실현형’, ‘초월부름·목적

소명형’, ‘소명 비자기실현형’, ‘비소명형’ 순으로 우수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학생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에 비해 우수한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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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는 학생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하고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

정수준이 평균 수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이 이미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에 있는 학생에

게는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종교가 대학생의 삶의 의미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종교적 가치와 생의 의미가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Crandall과 Rasmussen(197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종교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야를 갖게 하고 인간

의 삶에 안전을 지원하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므로(최명심, 2009)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대학생의 삶의 의미 수준에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움을 주

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삶의 의미가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종교가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학생은 종교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성직자나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 노인에 비해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종

교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밝혀낸 Duffy와 Blustein(2005)의 연구와 종

교가 있는 대학생이 없는 대학생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 강

희순(2010)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종교가 있는 대학생은 없는 대학생에 비해 진로소

명이 높고(박종수, 2014; 박주현, 2011)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강영숙, 2016). 따라서 종교가 소명의식을 높이고 소명의식은 진로결정수준을 높여 결국

종교는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Pargament(2001)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개인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협력

적 대처방식, 자기주도적 대처방식, 의탁적 대처방식의 세 가지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Schaefer와 Gorsuch(1991)는 이 중에서 협력적 대처방식과 의탁적 대처방식이 불

안과 정적상관이 있고 자기주도적 대처방식은 불안과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에서는 정성희(2016)가 협력적 대처방식과 의탁적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보고하였다.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강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대

학생은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신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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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임함으로써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대학

생들이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80% 이상이 기독교와

천주교로 구성된 이 집단은 종교가 없는 대학생에 비해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하

여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췄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에게 의탁하거나 협력하고자 하는 등의 건강한 대처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대학생도 종교와 상관없는 다른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면밀히 살펴보아

야 할 문제이다.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종교는 삶의 의미,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이 평균

수준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진로상담 장면이나 진로교육 영역에서 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기실현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종교 영역에 대해서도 다룰 것을 제안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는 직장에서 융통성 있게 적응하여 성공

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진로와 직

업생활에 중요하게 연결되는 개념인 진로적응성을 선택하였다. 또한 주관적 가치 변인인 소명

이외에도 삶의 의미라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선정하여 진로적응성을 포함한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와 신념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진로관련 연구들이 주로 행동 영역에만 초점을 맞춰온 한계를(이순희,

2012) 벗어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만족스럽고 행

복한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증과 어학시험에 대한 준비, 면

접 및 취업 훈련 등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략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선택한 진로는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선택한 진

로나 직장일지라도 실망과 후회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이나 전환

등의 새로운 진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상담자

는 대학생들이 진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루어 주고 삶의 의미 수준을 높여 보다 근원

적인 시야에서 진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83 -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진로결정수준 모형이 다르게 적용됨을 밝혔다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적응

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

하면 대학생의 진로상담 및 진로발달 프로그램 개발에 성별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명의 하위유형과 자기실현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소명의식이 낮지 않은데

도 불구하고 자기실현 정도가 낮은 대학생은(잠재계층 1) 이 보다 소명이 낮고 자기실현이 중

간 수준인 대학생(잠재계층 3) 보다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 모두가 낮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소명이 높다고 보고한 대학생이라도 자기실현이 낮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힘들어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받

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경우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 진로결정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명 수준만 가지고는 삶과 진로 관련 변인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하며 선행 연구에서 소명의 부정적인 측면과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자기실

현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 하위유형과 자기실현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검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나이는 일부 잠재계층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반면, 종교 유무는 다양한 계층에 고루 영향을 미침으로써 종교를 갖는 것이 대학생의 삶

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진로발달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소명을 중심

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집단 분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종교와 진로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분석으로 횡단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이나 다양한 대인관계, 사회경험 등을 통하여 삶과 진로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변화과정 등을 통하여 소명이 진로결정에 이르는 양상도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실제 직장생황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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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에 미치는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종단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표본추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수집한 설문 474사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한국 대학생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확률표집법을 사용하고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한다면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자의 객관적

실체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집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해 국내 대학생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으나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을 설명하는 과정을 매개변인을 통해 밝히고 동·서양 문화권 대

학생을 비교하여 본 연구를 보완 및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자기실현 척도의 타당도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국

내에서 타당화 되지 않았다. 또한 자기실현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

고 12문항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 척도 개발이 요구된

다.

여섯째, 잠재계층 간 관련 변인에서의 차이검증의 사후비교 방법으로 Fisher`s LSD를 사용하

였는데, 이는 그룹 평균 간 쌍대비교를 수행하며 다중 비교에 대한 오차 비율을 수정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다(Hayter, 1986).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Bonferroni, Scheffé법 등과 같은 더

욱 신뢰로운 분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종교 유무를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종교성이나 신

앙 수준까지 파악한다면 종교와 삶과 진로에 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진로결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자와 미결

정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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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느끼시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연

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분석 이후에는 관련 통계법에 의거하여 폐기됩니

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솔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광운대학교 대학원 산업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이상희

연구자: 김영석

문 의: eve8001@naver.com, 010-2448-2307

-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1) 남자 2) 여자

2. 나이 : 만 세

3.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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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어느정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을

것이다.
1 2 3 4

2
나는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 2 3 4

3
나는 나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 내 진로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1 2 3 4

4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1 2 3 4

5 나의 일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1 2 3 4

6 나는 나의 진로를 삶의 목적에 이끄는 길로 볼 것이다. 1 2 3 4

7 나의 진로는 내 삶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1 2 3 4

8 나는 일을 할 때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2 3 4

9
내 진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돕는 역할에 있을 것이다.
1 2 3 4

10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나의 진로에 있어서

주된 동기일 것이다.
1 2 3 4

11 나의 일은 공익에 기여할 것이다. 1 2 3 4

12
나는 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평가하려고

항상 노력할 것이다.
1 2 3 4

4. 전공

1) 인문/사회계열 2) 자연/공학계열 3) 경상계열

4) 예술/체육계열 5) 의학/간호계열 6) 기타

5. 종교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무교 5) 기타

A. (소명) 아래의 진술문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귀하의 현재 학과, 전공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갖게 될 직장에서의 일(업무)을 가정

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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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1 2 3 4 5

2
(나는)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진로와 활동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1 2 3 4 5

8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1 2 3 4 5

10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1 2 3 4 5

11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1 2 3 4 5

12 (나는)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한다. 1 2 3 4 5

13 (나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1 2 3 4 5

14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찾는다. 1 2 3 4 5

15 (나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살펴본다. 1 2 3 4 5

16 (나는) 일을 처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본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1 2 3 4 5

18 (나는)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1 2 3 4 5

19 (나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B. (진로적응성)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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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새로운 스킬(기술)을 잘 배울 수 있다. 1 2 3 4 5

22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문 항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1 2 3 4 5 6 7

3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5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6 나는 만족할만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1 2 3 4 5 6 7

7
나는 내 삶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들을 늘 찾고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1 2 3 4 5 6 7

9 내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 1 2 3 4 5 6 7

10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1 2 3 4 5 6 7

C. (삶의 의미)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상태를 적절히 나타내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D. (진로결정수준)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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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__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1 2 3 4 5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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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결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1 2 3 4 5

7

지금까지 나는 진로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1 2 3 4 5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

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 2 3 4 5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 2 3 4 5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1 2 3 4 5

12
나의 전공 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1 2 3 4 5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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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나갈

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__이(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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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1 2 3 4 5

2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는 것이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은 꼭 한다. 1 2 3 4 5

4 나는 보통 무슨 일이든 내 스스로 혼자서 한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자신을 갖는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한다. 1 2 3 4 5

7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보답 없이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1 2 3 4 5

9
다른 사람과 교재 하는데 있어서 내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한다.
1 2 3 4 5

10 나는 이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애정을 표현한다. 1 2 3 4 5

11 나는 나의 생각을 솔직 대담하게 주장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1 2 3 4 5

E. (자기실현)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