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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학교특성 및 성별, 학교진로활동,
부모와의 대화, 학업 및 심리적 영역의 변인들이 잠재집단 구분을 예측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의 중학교 3학년 9,626명, 고등학교 2학년 10,292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역량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최고역량, 고역량, 보통역량, 저역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양한
요인들이 집단 구분을 예측하였으며, 그 중 자기주도학습이 높을수록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든 집단 비교에서
더 높은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중고등학생 공통적으로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고,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 학교적응, 행복감이 높을수록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
교급이나 잠재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예측요인들도 있었다. 중학생은 학교에서 진로상담을 받아본 적
이 있을 때,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동아리 참여 경험이 있고 부모와 공부나 성적에 대해서는 덜 얘기할수록 최고
역량 집단에 속할 할 확률이 높았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중고등학생들이 최고역량이나 고역량 집단에 비해 저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 고역량에 비해 보통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나, 성적은 고역량과 최고역량 집단
구분을 예측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유형에 따라 학생의 학업적, 심리적 요
인 및 부모 요인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
량 함양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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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2004)은 진

서 론

로개발역량의 3가지 영역을 개인․사회적 발달,
청소년기의 진로개발역량은 진학과 입직을 위

교육적 성취와 평생학습, 그리고 진로관리로 구분

한 것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진로발달의 기틀

하였다. NCDG의 진로개발역량 영역은 결국 좁은

이 된다. Super(1990)는 진로발달이 전생애에 걸쳐

의미의 진로 영역뿐만 아니라 ASCA(2004)가 제시

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생애진로발달단계를 제

한 학교상담 영역인 개인․사회적 발달과 학업발

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대체로 성장기

달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은모 등(2015)도

후반을 지나서 탐색기를 경험하는 때이다. 성장기

진로개발역량을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

단계는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

태도를 함양하고 기초적인 이해를 다지는 시기이

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다. 이를 바탕으로 탐색기에 들어서면 자신과 직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더해가는 가운데, 직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p.132)으로 폭넓게 정

업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필요한 준비를 행한

의한다. 그 하위역량으로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기 자신과 직업

개척정신이 있는데, 여가활용과 개척정신은 다양

세계에 대해 탐색하고 파악하면서 진로를 설계하

한 방식의 자기 및 진로 정보 탐색과 자기개발,

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핵심적인 진로발

도전정신 등을 반영하는 역량이다. 한편 2009 한

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청소년 지표조사Ⅳ(최인재 외, 2009)에서는 진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기 진로개발역량의 중

로․직업역량의 하위 영역을 자기이해, 진로․직

요성을 지지한다. Havighurst(1972)는 청소년들이

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 중 하나로 직업에 대한

바탕으로 류재윤과 이유경(2012)는 청소년 진로개

준비를 말하였으며, 미국학교상담학회(American

발역량을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와 직업세계의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 2004)에 따르면

이해와 탐색과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최선의 선

진로발달은 학생들의 개인 및 사회성 발달, 학업

택을 할 수 있는 진로 의사결정기술을 포함한 능

발달과 더불어 학교상담 프로그램이 다루어야 하

력”(p.102)으로 정의하였다.

는 세 가지 영역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진로발

청소년기 진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 영역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의 세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계로의 전환, 그리고 직업 간의 전환을 평생에 걸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교육부(2016)는

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를 학교상담을 통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

해 길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연

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구도 문헌연구와 전문가 패널 조사 등을 통해 청

수 있는 역량”(p.18)을 기르는 것을 학교 진로교육

소년들이 길러야 할 5개 핵심역량 중 하나로 진

의 전체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로개발역량을 도출하였다(성은모 외, 2015).

적합한 진로목표와 진로개발역량별 세부목표 및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인은 다양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직업의 세계

하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진로개발지침

와 교육기회를 폭넓게 탐색하고, 중학교 생활과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NCDG];

졸업 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을 목표

- 36 -

인효연 / 중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예측요인

로 한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목표를 설정하

높을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았다. 반면 학생들의

고, 관심 있는 직업과 교육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진로와 직업 수업(92.4% 참

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졸업

여) 및 진로체험(88.9% 참여) 참여와 만족도는 진

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

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는 것이 목표이다. 즉 중학교 때에는 초-중학교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두 활동에 참여했

전환에 따른 적응과 폭넓은 진로탐색과 준비, 고

기 때문에 학생 간의 실제적인 차이가 적었거나

등학교 때에는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했을

및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장현진의 연구 결과와는

교육부(2016)의 진로개발역량은 자아이해와 사

달리, 송인발과 강혜영(2016)의 연구에서는 진로심

회적 역량,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

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와 직업 교과 만족도 순으

디자인과 준비라는 4가지 대영역으로 구성되며,

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각각은 2개의 세부역량을 포함한다. 자아이해와

있었고, 진로상담과 진로동아리 만족도의 영향은

사회적 역량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 자

유의하지 않았다. 이 두 연구는 모두 ‘학교 진로

아개념을 형성하는 것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 실태조사’ 자료의 자기이해 및 사회성, 직업

역량으로 구성된다. 일과 직업세계 이해 역량은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준비로 구성된 진로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직업의식

개발역량 합산 점수를 결과변수로 사용하여 위계

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진로탐색 역량은 크게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송인발과 강혜

교육기회와 직업정보의 탐색을 의미한다. 마지막

영의 연구에서는 5개 진로활동 모두 경험했다고

으로 진로 디자인과 준비 역량은 적극적으로 자

응답한 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통제변

신의 삶의 방향과 진로를 만들어나간다는 주체

수로 사용한 흥미․적성, 미래직업, 학교생활에

성을 강조한 역량이며, 진로 관련 의사결정과

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 및 성적이 진로개발역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으로 구성

량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개별 진로교육활

된다.

동 만족도의 영향이 장현진의 연구 결과와 다를

다양한 개인, 가정, 학교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

수 있다. 한편 임효진 등(2016)의 잠재성장모형을

들이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과 관련된다. 먼저,

사용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

학교 진로교육 활동 경험과 만족도가 진로개발역

학년까지 청소년의 진로경험을 상담 및 검사활동

량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활동의 유형에 따라 영

(교사나 부모로부터의 상담 및 진로․심리검사)과

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장현진

체험활동(진로캠프, 현장직업체험 등)으로 나누어

(2018b)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교 진로 활동 참

살펴봤을 때, 진로체험 경험은 초등학교 6학년에

여 여부와 만족도는 진로개발역량과 자율적 학습

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로

동기 및 자기주도학습 각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

성숙도를 높이는 요인이었고, 상담 및 검사활동은

쳤으며, 진로교육활동 참여 여부보다는 각 활동에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의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얼마나 만족했는지의 영향력이 더 컸다. 구체적으

관계가 있었다. 이에 임효진 등은 진로체험의 다

로,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상담, 진로심리검

양화 및 학년의 증가에 따른 개별화된 검사 해석

사, 진로동아리에 참여해본 적이 있고 만족도가

이나 진로 계획, 진학준비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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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제안하였다.

전략의 선택과 실행, 학습결과의 평가까지 학습의

부모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들도

전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성을 갖는 것(소경희,

있다. 김소라와 문승태(2017)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1998)을 뜻한다. 정주영 등(2016)이 자귀회귀교차

사용하여 부모와의 대화 정도, 자녀의 희망 직업

지연모형을 통해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 것, 학교 진로교육에

로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은 6년에 걸쳐 이후

대한 부모 참여, 부모의 학교 진로 상담 만족도가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등학생의 개인, 사회, 진로관리 영역의 진로개

진로성숙도가 이후 시점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

발역량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모와

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주도학습

의 대화 중 자녀의 흥미와 적성, 학교 및 학과선

태도를 기르는 것이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택에 관한 대화를 자주하는 것은 진로개발역량에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나타낸다. 또한 여러 연구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 변인들과 동시에

이 성적과 진로개발역량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

고려했을 때 미래 직업에 대한 대화는 영향이 없

하였다(고재성, 2010; 송인발, 강혜영, 2016; Park

었다. 다층모형을 사용한 한 연구는 중학교 3학년

et al., 2018). 중고등학생의 삶에서 학교생활이 차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해 학교 수준 변인

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

중에는 학교장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개인

는 것 역시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

수준 변인으로는 학생들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주원(2014)은 위계적 중다

및 성적과 함께 부모의 관여(자녀의 학교생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래 직업, 흥미와 적성 등에 관해 대화하는 빈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습태도 및 학교규범 준

도)와 소득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소

수의 측면에서 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여가 진로개발역

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부분적

량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발견했다(Park,

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의해 매개되었다. 그

Rojewski, & Lee, 2018). 임효진 등(2016)의 연구에

밖에도, 심리적 요인 중 행복이 대인관계, 친사회

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

적 행동, 생산성, 건강과 같은 개인의 다양한 측

모의 상담 및 검사활동 참여(진로진학 상담이나

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누적된 연구 결과

입시설명회 참여 등)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긍

들(DeNeve et al., 2013)에 비추어, 행복이 진로개발

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역량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을 가정할 수 있

학교를 전환하는 시기의 부모 진로 지원이 중요

다. 성윤희(2019)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

함을 강조하였다.

통계학적 변인과 초등학교 시기의 성적, 진로성숙

학생의 학업, 학교생활을 비롯한 개인 내적 요

도, 부모의 교육 관여를 통제한 후에도 초등학생

인들도 진로개발역량과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때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학생 시기의 진로성숙도

장현진(2018b)의 연구에서는 학습동기와 자기주도

를 정적으로 예측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로

학습이 종속변인으로 쓰였으나 진로개발역량과

개발역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학습과 진로개발

학교특성과 성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고재성

역량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2010)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자기이해, 진로정보

였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 목표의 설정부터 학습

탐색, 진로의사결정으로 구성된 진로개발역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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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

생이 교육부가 제시한 진로개발역량의 4개 영역

결과 세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 이해, 진로 탐색, 진

고등학교 선택 전 상담 또는 정보탐색 경험이었

로 설계와 준비 영역에서 어떠한 발달 수준을 보

으며, 성별은 진로개발역량과 관련이 없었으나,

이는지 그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파악

학교의 소재지가 읍면지역일 때, 중소도시보다 자

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특성(설립유형, 규모, 소재

기이해 역량이 낮았고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진

지역, 유형) 및 성별, 학교진로활동(각 진로활동에

로의사결정역량이 낮았다. 장현진(2018b)의 연구에

대한 참여여부와 전반적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

서는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각 주제에 대한 대화 빈도), 학업 및 심리적 영역

성별이 남자이고, 학교의 설립유형이 국공립보다

의 변인들(학교적응, 자기주도학습, 성적, 행복감)

는 사립일 때, 소재지역이 대도시일 때, 그리고

이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과 갖는 관련성을

학교가 중규모보다는 소규모일 때 학생들의 진로

분석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개발

개발역량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역량 증진을 위한 유형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한다.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 유형과 예측

학교진로활동, 부모, 개인의 학업 및 심리적 요인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학생과 고등

들이 진로개발역량에 작용함을 밝히고 있으나 진

학생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로개발역량을 하나의 점수로 수치화하여 다른 변

는 다음과 같다.

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변인중심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

접근은 기본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모집단 내에

파일은 몇 개로 구분되며,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

서 동질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모집단 내에 존재

징은 어떠한가?

할 수 있는 하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

이에 반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여러 변인들의

로파일은 몇 개로 구분되며, 각 잠재프로파일의

체계가 나타내는 프로파일에 따른 개인의 특징에

특징은 어떠한가?

관심을 두고,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잠

연구문제 3. 학교특성 및 성별, 학교진로활동,

재적인 하위 집단을 규명하는 사람중심 접근 방

부모와의 대화, 학업 및 심리적 영역의 변인들 중

법이다(Meyer & Morin, 2016). 사람중심 접근은 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는

인이 모집단 내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에 속해 있

것은 무엇인가?

을 수 있으며,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다른 변인

연구문제 4. 학교특성 및 성별, 학교진로활동,

들과의 관계가 다를 가능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대화, 학업 및 심리적 영역의 변인들 중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하나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

의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진로개발역량의 프로

는 것은 무엇인가?

파일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탐색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 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집단에 따른 차별
적인 진로개입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중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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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상담학연구

계획을 세운다), 학교적응은 8문항(예: 학교에서

연구 대상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에 대한 5
이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점 척도 응답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학교적응은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의 중학교 3학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학습참여도가

9,626명, 고등학교 2학년 10,292명의 응답 자료를

높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어,

분석하였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

법｣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가 진로교육 정책을 수

각각 2016년 1학기 성적이 반에서 어느 정도인지

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장현진

에 대한 5점 척도 자기보고 응답의 평균을 통해

등, 2016). 모집단을 전국의 17개 시․도로 층화

성적을 측정하였으며, 행복감은 ‘현재 얼마나 행

한 후, 각 층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각 400개교

복하다고 느끼나요?’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5점

를 1차적으로 추출하고, 2차로 학급을 추출해서

척도로 측정하였다. 행복에 관한 다양한 정의 중

추출된 학급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자료는

이 연구에서 측정한 행복은 주관적인 전반적 행

2016년 6월 22일부터 7월 29일에 걸쳐 수집되었

복감을 뜻하며, 외부에서 정의된 행복이 아닌 자

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에 제

신의 주관적 정의에 의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시하였다.

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Lyubomirsky와 Lepper(1999)
의 관점에 가깝다.

연구 도구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은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장현

예측변수
분석에 사용된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의 변수

진 등. 2015)에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들과 응답척도(코딩), 변수별 대상자의 비율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2012) 등을 바탕으로 1차 문항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학교특성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

및 성별 변인으로 학교의 설립유형, 규모, 소재지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중학생용은 총 20문항이

역, 학교유형(고등학생의 경우), 성별을 사용하였

며, 자기이해와 사회성 6문항(예: 나는 내가 무엇

다. 학교진로활동 영역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일과 직업세계 이해 5문

각 진로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예/아니

항(나는 직업의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할 수 있

오 응답과 학교진로활동(꿈, 희망하는 직업, 흥미

다), 진로탐색 5문항(예: 나는 관심 있는 학교에

와 적성, 미래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진로설계와 준비

가 포함되었다. 부모와의 대화 영역은 5개 주제별

4문항(예: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부딪히는 어려

로 부모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에 관한 학생

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으로 구성된다. 고등학

의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학업적․심리

생용은 총 21문항이며, 자기이해와 사회성(예: 나

적 변인들로는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성적, 행

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직업이해

복감이 포함되며,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

(예: 나는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

인의 수준이 높음을 가리킨다. 자기주도학습은 5

의 사례를 알고 있다), 진로탐색(예: 나는 내가 원

문항(예: 공부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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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인 코딩, 대상자 기술통계치 및 문항 내적 일치도
대상자 비율(%) 또는
분류

변수

학교설립유형
학교규모

(중규모 기준 더미코딩)
학교
특성 및
성별

학교 소재지역

국공립 82.3%

국공립 60.8%

소규모(학년 평균 1-3학급)

소규모 24.6%,

중규모(학년 평균 4-8학급)

중규모 35.4%,

대규모(학년 평균 8학급 이상)

대규모 40.0%

0=중소도시, 읍면, 도서벽지,

남자 51.3%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90.0%

참여 85.4%

진로심리검사

참여 82.7%

참여 83.5%

참여 68.3%

참여 69.5%

참여 82.9%

참여 76.2%

진로동아리

참여 44.0%

참여 53.3%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참여 82.3%

참여 77.5%

4.16(.84)

4.05(.83)

3.94(1.15)

3.76(1.15)

진로체험

1=대도시(특별․광역시)
0=일반계고, 1=특성화고
또는 특목고

0=남자, 1=여자

0=미참여, 1=참여

1=매우 불만족; 5=매우만족
1=두 달에 1회 이하

흥미와 적성

2=월 1회 정도

3.45(1.26)

3.14(1.20)

미래 직업(진로희망 등)

3=주 1회 정도

3.31(1.25)

3.09(1.20)

4=주 2-3회 정도

3.33(1.24)

3.04(1.22)

3.48(1.21)

3.24(1.19)

1=전혀 그렇지 않다;

3.61(.85) / .93

3.52 (.81) / .92

5점=매우 그렇다

3.89(.74) / .93

3.83 (.71) / .92

3.32(.80)

3.11(.71)

3.83(.98)

3.62(.97)

4.11(.72) / .91

3.92(.74) / .91

1=전혀 그렇지 않다;

3.72(.79) / .90

3.60(.77) / .91

5점=매우 그렇다

3.93(.78) / .88

3.57(.77) / .93

3.77(.82) / .90

3.65(.79) / .93

학교 및 학과선택
공부와 성적
학교적응
자기주도학습
성적

행복감

5=매일

1=매우 못하는 수준;
5=매우 잘하는 수준
1=전혀 행복하지 않음;
5=매우 행복함

자기이해와 사회성
진로개발
역량

소규모 8.5%, 중규모

23.7%, 대규모 67.8%

남자 54.6%

학교생활

학업 및 심리

0=국공립, 1=사립

일반계고 74.6%

학교진로활동 만족도

대화

고등학생

-

진로상담

부모와의

중학생

대도시 36.9%

성별

활동

평균(표준편차) / 내적 일치도

대도시 36.0%

학교유형

학교진로

응답척도(코딩)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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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의 문항 수는 중학

값이 유의할 때 집단 수가 1개 적은 모형에 비

생용과 같고, 진로설계와 준비 문항은 1개 더 많

해 해당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은 5문항이다(예: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

을 의미한다(강윤경, 문미혜, 홍세희, 2018). 마지

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장현진 등(2015)의

막으로 잠재집단의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우연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중학생용과 고등학생용

히 발생한 집단일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Jung &

순서대로 자기이해 .90, .89, 직업세계 이해 .90,

Wickrama, 2008), 집단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

.89, 진로탐색 .86, .92, 진로 디자인과 준비 .89,

다. 잠재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변수들을 검증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하기 위해서는 R3STEP 명령어를 사용한 3단계 접

1에 제시하였다. 4개 역량 간, 중학생은 .62에서

근법을 통해(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77, 고등학생은 .65에서 .81의 정적 상관관계를

2010) 다항로짓계수를 확인하였다.

보였다(p <.001).

결 과

분석 방법
SPSS 22.0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하였고,

진로개발역량의 4요인 구조 검증

AMOS 23.0으로 진로개발역량의 4요인 구조를 검

증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

진로개발역량의 4요인 구조 모형이 적합한지

기 위해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프로

검증하기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확인적

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2값은 유의하였

다. 집단 유형에 대해 기존의 밝혀진 지식이 없을

지만, χ 값이 대규모 표집 연구의 모형을 과도하

때,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통계적

게 기각하는 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적합도

기준치를 근거로 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경우 표 2에 제시

정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

된 모형1의 CFI, TLI, RMSEA 값 모두 모형이 적

하여 정보지수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합함을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수정지수가 큰 같은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요인 내 문항 3쌍(문항 1-5, 3-4, 13-14)의 오차 간

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공분산을 허용하였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Sclove, 1987)를 사용하였으며, 값이 작을수록 적합

향상되었다(모형2). 오차공분산을 허용한 모형에서

도가 좋다. 또한 분류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661에서 .865의

Entropy값을 사용하였다. Entropy는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보이며 모두 유의하였다(p < .001). 고등학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고 .8

생도 4요인 모형(모형1)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이상이면 좋은 분류로 본다. 잠재프로파일의 모형

으며, 수정지수를 바탕으로 같은 요인 내 유사한

비교

adjusted

문항 3쌍(문항 3-4, 7-8, 13-14)의 오차 간 공분산

Likelihood Ratio Test)(Lo, Mendell, & Rubin, 2001)와

을 허용하였을 때 적합도가 향상되었다(모형2). 모

BLRT(Parametric

형2의 각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711에서

검증은

LMRLRT(Lo-Mendell-Rubin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McLachlan & Peel, 2000) 값을 사용하였다. 이

2

.896의 범위를 보이며 모두 유의하였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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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로개발역량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χ2

모형
모형1
모형2

11538.234***
***

7231.389

***

RMSEA

df

CFI

TLI

164

.922

.910

.085(.084,.086)

161

.952

.943

.068(.066,.069)

(90%신뢰구간)

모형1

11815.786

183

.939

.930

.079(.077,.080)

모형2

7390.005***

180

.962

.956

.062(.061,.064)

***

p < .001

진로개발역량의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진로개발역량 잠재프

4개로 분류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

로파일 수를 한 개 씩 늘려가면서 산출된 지수와

량 잠재프로파일은 그림 2와 같이 집단 간 각 진

잠재집단 비율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중학생과 고

로개발역량 점수의 순위가 모두 동일한 형태를

등학생 모두 AIC, BIC, SABIC 값은 잠재프로파일

나타냈다. 그래프에 상응하는 잠재집단 별 진로개

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럴

발역량의 평균 추정치와 비율은 표 4에 제시하였

때에는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스크리 도표를

다. 중학생을 먼저 살펴보면, 집단 1에는 약 1%의

보듯이 그래프 상에서 지수 값의 감소폭이 급격

학생들이 속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4개 진로역량

히 줄어드는 지점을 참고할 수 있다 (Petras &

이 1.5점에서 2.4점 사이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Masyn, 2010). 그림 1을 보면, 잠재프로파일 수가

‘저역량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2는 23.5%

4개일 때까지는 AIC, BIC, SABIC 값의 감소폭이

의 학생들이 속하며, 모든 진로역량 점수가 4.6이

크지만 5개부터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4개를 지

상으로 집단들 중 가장 높아서 ‘최고역량 집단’

지한다. 또한 중․고등학생 각각 프로파일 수가 4

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약 31.9%의 학생들

개일 때의 Entropy값이 0.8 이상으로 분류의 정확

이 속하며 각 진로역량이 3점에서 3.5점 사이의

도가 높고 LMRLRT와 BLRT값도 모두 유의하였다

보통 수준을 보여서 ‘보통역량 집단’이라고 이름

(p < .001). 4개 집단으로 분류할 때 중학생 집단1

붙였다. 가장 많은 43.7%의 학생들이 속한 집단

의 비율이 0.97로 낮지만, 1%에 가까우며 의미 있

4는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은 4점을 넘고 나머지

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집단 1의 사후

역량도 3점 후반이어서 ‘고역량 집단’이라고 명

계층소속확률 평균도 0.97로 매우 높았다. 사후계

명하였다.

층소속확률의 평균값이 0.7 이상일 경우 계층별

고등학생의 경우, 약 39.5%의 학생들이 속한

할당이 정확하다고 본다(Nagin, 2005). 이와 같은

집단 1의 자기이해 역량은 4점이 넘고, 나머지 역

근거에 의해 각 대상별로 잠재프로파일 수를 4개

량들은 3.8에서 4점 사이였다. 이에 따라 ‘고역량

로 결정하였다.

집단’이라고 이름 지었다. 집단 2에는 가장 많은
42.5%의 학생들이 해당되며, 각 역량 모두 3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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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기준
대상

2

3

4

5

6

AIC

75221.67

68675.525

65745.454

65095.811

64511.29

BIC

75314.91

68804.625

65910.415

65296.633

64747.97

SABIC

75273.6

68747.424

65837.324

65207.654

64643.1

분류의 질

Entropy

0.789

0.855

0.893

0.814

0.806

모형비교

LMRLRT

0.0000

0.0000

0.0000

0.0006

0.0054

검증(p값)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집단1

55.448

29.630

0.971

19.179

20.132

집단2

44.552

46.417

23.474

0.845

0.787

23.953

31.888

20.589

5.817

43.667

37.053

19.213

22.335

22.03

정보지수

중

잠재프로파일 수

지표

학
생

비율

집단3

(%)

집단4
집단5
집단6

32.021

AIC

77888.224

69310.620

64997.627

63970.109

63497.733

BIC

77982.332

69440.924

65164.126

64172.805

63736.624

SABIC

77941.020

69383.723

65091.036

64083.824

63631.754

분류의 질

Entropy

0.833

0.881

0.915

0.923

0.833

고

모형비교

LMRLRT

0.0000

0.0000

0.0000

0.0000

0.0888

등

검증(p값)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집단1

57.165

40.885

39.446

41.731

3.766

집단2

42.835

15.17

42.426

0.635

13.572

43.945

3.563

14.501

10.926

14.564

38.639

27.019

4.494

30.924

정보지수

학
생
비율

집단3

(%)

집단4
집단5
집단6

13.793

의 보통 수준의 발달 정도를 나타낸 ‘보통역량

단은 전반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이 낮은 가운데, 자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에는 3.5%의 학생

기이해와 사회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진로탐색 역

들이 속하며, 모든 진로역량이 4개 집단 중 가장

량이 가장 낮은 형태를 보인다. 집단 4는 14.4%의

낮아 ‘저역량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저역량 집

학생들이 속하며, 각 진로역량 점수가 4.7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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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SABIC 변화

그림 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표 4.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별 진로개발역량 추정평균
대상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평균 추정치 (표준오차)

잠재프로파일명

비율(%)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최고역량(집단2)

23.474

4.822 (.008)

4.677 (.013)

4.861 (.007)

4.826 (.011)

고역량(집단4)

43.667

4.172 (.010)

3.730 (.011)

4.043 (.010)

3.816 (.012)

보통역량(집단3)

31.888

3.543 (.014)

3.072 (.011)

3.168 (.015)

3.006 (.010)

저역량(집단1)

0.971

2.405 (.201)

1.595 (.128)

1.537 (.102)

1.498 (.100)

최고역량(집단4)

14.564

4.859 (.008)

4.788 (.013)

4.836 (.011)

4.884 (.009)

고등

고역량(집단1)

39.446

4.160 (.009)

3.820 (.010)

3.811 (.010)

3.938 (.008)

학생

보통역량(집단2)

42.426

3.483 (.012)

3.107 (.009)

3.037 (.008)

3.083 (.010)

저역량(집단3)

3.563

2.757 (.060)

2.207 (.056)

1.977 (.054)

2.057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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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르게 발달했으면서 4개 집단 중 가장 높아

요인이며, 하단에는 보통역량과 저역량 집단을 기

‘최고역량 집단’으로 이름 붙였다.

준으로 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 그리고 저역량
에 비해 보통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예측
요인 순으로 제시하였다. 중학생이 학교에서 진로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의 예측요인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고 자기주도학습이 높을수
중학생

록 모든 집단 비교에서 역량이 더 높은 집단에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부모와 학교 및 학과

대한 예측요인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선택에 관해 자주 대화하고, 학교 진로활동에 대

표 5의 상단은 각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비

한 만족도, 학교적응, 행복감이 높을수록 다른 세

교하여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예측

집단보다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표 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예측요인
고역량 vs 최고역량

변인

계수
학교 설립유형

학교 특성 및
성별

진로활동

**

표준오차

*

.142

1.112

.518

-.229

.085

-.261

.258

학교규모 (소규모=1)

-.126

.112

-.181

.14

.239

.399

학교 소재지역

.240

.185

.41

.229

-.356

.661

.109

***

-.159

.087

***

.41

1.6

.356
*

진로와 직업 수업

-.151

.18

-.116

.215

-1.055

.472

진로심리검사

.113

.141

.246

.167

.252

.357

**

***

***

진로상담

.332

.108

.13

1.111

.336

진로체험

-.067

.14

.102

.168

.433

.392

진로동아리

.251**

.091

.078

.116

.189

.365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149

.143

-.165

.171

-.27

.366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

미래 직업
학교․학과 선택
공부와 성적
학교적응

학업 및 심리

.165

계수

.068

흥미와 적성
대화

.114

표준오차

-.093

학교생활
부모와의

.14

계수

저역량 vs 최고역량

학교규모 (대규모=1)

성별

학교

표준오차

보통 vs 최고역량

자기주도학습
성적
행복감

.49

***

-.246

*

.146

**

.206

***

.291

-.048
***

1.172

***

2.053

.004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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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066
.067
.073

.497

***

.079

1.31

.203

**

.076

-.121

.175

*

.079

.133

.192

***

.088

.38

.271

.088

*

.62

.265

.07

-.198

1.093

-.212
.157
.339

***

.074

.43

.058

-.132

.106
.123
.068
.058

***

2.472

***

3.501

*

.178

**

.197

.139
.16
.088
.072

***

.178

***

.332

***

.335

*

.284

***

.169

2.997

5.283

.596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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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예측요인
보통역량 vs 고역량

변인
학교 설립유형
학교 특성 및
성별

진로활동

p < .05,

**

p < .01,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25

.947

.497

학교규모 (대규모=1)

-.135

.056

-.167

.25

-.032

.243

학교규모 (소규모=1)

-.055

.093

.365

.385

.42

.374

학교 소재지역

.17

.148

-.596

.637

-.766

.622

***

.569

.073

***

1.759

*

.347

***

.339

*

1.19

진로와 직업 수업

.034

.13

-.905

.44

-.939

.422

진로심리검사

.133

.10

.138

.331

.005

.318

*

진로상담

*

.165

.082

.779

.32

.614

.311

진로체험

.169

*

.104

.499

.368

.33

.354

진로동아리

*

-.173

.079

-.062

.354

.111

.345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016

.103

-.121

.34

-.105

.325

.048

***

.82

.194

.217

.187

***

.603

학교생활

.033

.042

.125

.163

.092

.156

흥미와 적성

.011

.046

-.013

.18

-.024

.173

*

.054

.174

.262

.041

.255

학교․학과 선택

**

.14

.054

.329

.256

.19

.249

공부와 성적

-.084

.043

-.15

.169

-.066

.163

.313

.525

.301

자기주도학습
성적
행복감

*

표준오차

.507

학교적응
학업 및 심리

계수

.972

미래 직업

대화

저역량 vs 보통역량

.093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부모와의

저역량 vs 고역량

*

성별

학교

(계속)

.133

***

1.30

.086

***

1.449

.093

**

.174

.058

.078

.044

***

1.825

***

.308

1.782

.286

*

.276

.418

.268

.159

**

.151

3.231

.592

**

.498

***

.42

***

p < .001. 집단 비교에서 앞쪽에 작성된 집단이 참조집단임.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고역량 집단을 준거집단으

수업 경험이 없고 성적이 높을수록 최고역량 집

로 하여 비교하였을 때 진로동아리 경험이 있고,

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부모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덜하고, 흥미와

보통역량이나 저역량 집단보다 고역량 집단에

적성, 미래 직업에 대해 자주 대화할수록, 보통역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은 진로상담 경험과 자

량 집단과 비교해서는 학교가 대규모보다 중규모

기주도학습을 포함하여, 여자이고, 학교진로활동

이고, 여학생이고, 부모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만족도, 학교적응, 성적이 높은 것이었다. 이에 더

는 덜하면서 흥미와 적성, 미래 직업에 대해서는

해 학교가 대규모보다 중규모일 때, 진로동아리

자주 얘기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저역량 집단 기

참여 경험이 없고, 부모와 미래 직업, 학교나 학

준으로는 사립학교이고, 여학생이고, 진로와 직업

과 선택에 대해 대화를 자주 할수록 보통역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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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다 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행복

성적에 대해 덜 얘기하고 학교진로활동에 대한

하다고 느낄수록 저역량 집단보다 고역량 집단에

만족도, 학교적응, 자기주도학습, 행복이 높을수록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여자이고, 진로

모든 집단 간 비교에서 역량이 높은 쪽의 집단에

와 직업 수업 경험이 없고, 행복감이 높을수록 저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공통 요인들에 더해

역량 집단보다 보통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진로동아리 활동을 해봤고 부모와 학과 및 학교

았다.

선택에 대해 대화를 자주할수록 다른 세 집단보
다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고

고등학생

역량 집단과의 비교에서 남학생일 때, 보통역량

표 6과 같이,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공부나

집단과 비교 시 학교가 대도시에 있고, 남학생이

표 6.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예측요인
고역량 vs 최고역량

변인

학교 특성 및
성별

진로활동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학교설립유형

.148

.092

.186

.107

.262

.181

학교규모(대규모=1)

-.012

.114

.121

.131

.064

.22

학교규모(소규모=1)

.137

.187

.347

.361

.114

.332

.189

.127

-.057

.221

.098

.315

학교 유형

.016

.111

-.242

***

**

-.356

.093

-.294

.108

-.298

.182

진로와 직업 수업

.137

.144

.13

.163

-.166

.252

진로심리검사

-.095

.146

.02

.164

.216

.243

*

진로상담

.232

.126

.307

.141

.092

.206

진로체험

.211

.145

.056

.161

.428

.222

진로동아리

.27**

.099

.553***

.114

.677***

.194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184

.135

-.228

.152

-.065

.217

흥미와 적성
미래 직업
학교․학과 선택
공부와 성적
학교적응
학업 및 심리

.597

.133

학교생활

대화

.216

**

학교소재지역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부모와의

저역량 vs 최고역량

계수

성별

학교

보통 vs 최고역량

자기주도학습
성적
행복감

***

.473

-.116
.096
.176
***

.364

***

-.257

***

.986

***

2.132

-.097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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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1.09

.068

-.14

.082

**

.091
.095
.074
.111
.137
.071
.059

.27

**

.323

***

.437

***

-.343

***

1.91

***

3.50

.173
***

.376

***

.121

.075

*

-.225

.099

.095

*

.148

***

.171

***

.158

*

.113

***

.19

.083

.105
.106
.081
.128
.161
.089
.069

1.612

.325
.626
.719

-.53
2.22

***

.205

**

.149

***

.105

4.765
.446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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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예측요인
보통역량 vs 고역량

변인

학교
특성 및 성별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학교설립유형

.038

.062

.114

.158

.076

.149

학교규모(대규모=1)

.133

.075

.076

.192

-.057

.18

학교규모(소규모=1)

.21

.125

.46

.314

.25

.291

**

.066

.199

.164

.017

.154

***

-.258

.073

-.073

.194

.185

.183

성별

.062

.063

.058

.159

-.004

.149

진로와 직업 수업

-.007

.092

-.302

.212

-.296

.197

진로심리검사

.115

.092

.311

.201

.196

.184

진로상담

.075

.073

-.14

.167

-.215

.154

.173

*

.372

.157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학교생활
흥미와 적성

부모와의
대화

p < .05,

p < .01,

.083

.218

.283

.067

*

.407

.17

.124

.16

-.045

.083

.118

.175

.163

.159

***

***

.617

.098

.522

.088

-.025

.036

-.11

.074

-.085

.067

**

.056

.229

.174

.073

성적

***

1.139

학교․학과 선택

자기주도학습

***

.044

.147

행복감
**

-.155

미래 직업

학교적응

*

.182

*

공부와 성적

학업 및 심리

저역량 vs 보통역량

표준오차

학교유형

진로활동

저역량 vs 고역량

계수

학교 소재지역

학교

(계속)

*

-.086

***

.923

.126

.055

.117

.061

**

.449

.148

*

.303

.137

.057

.355**

.129

.282*

.118

.041

**

.089

*

-.187

.155

*

.142

***

.122

*

.121

**

.08

.066

***

1.368

.08

***

.27

.058

***

.216

.039

-.273

***

1.233

***

2.633

***

.543

***

.436

.15
.133
.088

.31

1.265

.273
.221

.08

***

p < .001. 집단 비교에서 앞쪽에 작성된 집단이 참조집단임.

고, 진로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부모와 흥미․적

자주 대화하고 성적이 높을수록 보통역량이나 저

성, 미래의 희망 직업에 대해 자주 대화할수록,

역량 집단보다 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

저역량 집단과 비교해서는 부모와 학교생활에 대

다. 또한 학교가 대도시에 있고 일반계고이며, 부

해 덜 얘기하고, 흥미나 미래 직업에 대해서는 자

모와 흥미와 적성에 대해 더 자주 얘기할수록 보

주 대화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최고역량 집단에

통역량 집단보다 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속할 확률이 높았다.

았다. 부모와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대해 자주 얘

진로동아리를 했고, 부모와 미래 직업에 대해

기할수록 저역량 집단보다 고역량 집단에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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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진로체험활동에 참여

3.5%만이 속하여서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

했고, 부모와 미래 직업,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대

나 모든 역량의 점수가 5점 척도에서 3점(보통)

해 자주 얘기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저역량 집단

미만으로 낮아서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개입이 시

보다는 보통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급한 집단이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자기이해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세 역량이 1.5점 내외의 매
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논 의

다수의 집단 구분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중학생은 남학생일 때

이 연구는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자료를 활

저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고역량이나 최

용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

고역량 집단보다는 보통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프로파일을 구분하고, 학교특성 및 성별, 학교진

높았으며, 고역량과 최고역량의 구분과는 관련이

로활동, 부모와의 대화, 학업과 심리적 영역의 요

없었다. 이는 과학 영재 중학생의 경우 성차가 없

인들이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구분을 예측

지만 일반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유순화 외, 2006), 중학교

생 모두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최고역량,

2학년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남학생보다 높다는

고역량, 보통역량, 저역량 집단 순으로 각 진로개

선행 연구 결과(허균, 2012)와 유사하다. 그러나

발역량이 높았다. 최고역량 집단은 자기이해 및

남자 중학생일 때 진로개발역량이 더 높은 경향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역

이 있다는 반대 방향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장현

량이 고르게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고, 나머지

진, 2018b),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 전체에 대해

집단은 자기이해와 사회성 역량이 다른 세 역량

성별이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개

보다 높은 형태를 보였다. 균형 있는 진로개발역

발역량 잠재프로파일 구분에 따라 성별과의 관계

량 발달을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에 대한 이해를

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등학생은 남학

바탕으로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

생일 때 보통역량이나 고역량 집단보다 최고역량

록 안내하는 등, 자기이해와 사회성을 진로 이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에

탐색 및 설계의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개입을 강

따른 성별의 영향 차이는 청소년기에 걸쳐 성별

화해야할 것이다. 중학생은 고역량 집단에 가장

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발달 양상이 다를 가능

많은 43.7%의 학생들이 속하였고, 그 다음으로

성을 시사한다.

31.9%가 보통역량 집단에 속하였다. 반대로 고등

학교 특성 요인 중, 중학생의 경우 학교의 소

학생은 가장 많은 42.5%가 보통역량 집단에 속하

재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년 평균 8학

였고, 고역량 집단이 39.5%로 뒤를 이었다. 최고

급 이상인 대규모 학교에 비해 4-7학급의 중규모

역량 집단에 속한 비율은 중학생 23.5%이고, 고등

학교에 다닐 때 보통역량보다 고역량이나 최고역

학생은 그보다 적은 14.6%이었는데, 중학생은 3학

량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경기도의 100개 중고등

년 때, 고등학생은 2학년 때 역량을 측정했기 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의 총 학급 수

문에 중고등학생 간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 저역

가 적을수록 동료교사와 관리자들이 평정한 진로

량 집단에는 중학생의 약 1%, 고등학생의 약

진학상담교사의 직무수행 수준이 높았다(황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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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후, 2017). 이 연구의 평균 총 학급 수는 각

않았고, 진로체험 활동은 유일하게 고등학생이 저

연구 집단에서 25.3개와 26.4개였으며, 학급 수의

역량 집단보다는 보통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과

범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의 제한이 따

관련되었다. 진로와 직업 수업은 고등학생의 프로

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해석해보

파일과는 관련이 없었고, 중학생은 참여한 경우

자면,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보다는 학년 평

오히려 저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90%

균 4-7학급 정도인 것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

의 중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수업을 경험했다고

로교육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기에 보다 적정한

답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여건일 수 있고, 결국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발

진로와 직업 수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역량

달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 수를 기준

집단 중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발달시키기에

으로 소규모와 대규모 학교에 비해 중규모 학교

부족하며, 진로상담을 받지 않고 진로와 직업 수

의 고등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성 발달을 보

업에 참여한 것은 저역량 집단에 속할 높은 확률

였다는 선행연구 결과(허진영, 김승정, 2014) 역시

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만으로 단

적정한 학교규모와 진로개발역량 발달 간의 관계

정적인 해석은 어렵지만, 대체로 많은 학생들을

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학생과는 달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진로와 직업 수업,

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는 영향을 미

진로심리검사,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체험

치지 않았으며, 학교가 대도시(특별․광역시)에 있

을 경험해본 것보다는 진로상담을 통한 개별화된

을 때 보통역량보다 고역량이나 최고역량 집단에

지도나 소규모의 자율적인 진로동아리 활동이 학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고재성(2010)

생 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의 연구에서는 읍면지역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

있다. 장현진(2018b)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진로

로 관련 정보탐색과 의사결정 역량이 중소도시

와 직업 수업 및 진로체험 경험 유무는 진로개발

또는 대도시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학교진로활동 유형 중 여러 집단 비교에 걸쳐

90% 내외의 높은 참여율로 인한 편포된 자료 분

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중학생의 진로상담, 고

석의 어려움,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효과의 미비

등학생의 진로동아리 경험 유무였다. 학교에서 진

등을 꼽았다. 한편 송인발과 강혜영(2016)의 연구

로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중학생은 6쌍의 집단

에서는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와 직업 수

비교 모두에서 더 높은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업에 대한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정

높았고, 진로동아리를 해본 적이 있는 고등학생은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진로심리검사, 진로

저역량과 보통역량 집단보다 고역량이나 최고역

와 직업 수업 등의 경우 경험해본 것 자체보다는

량 집단에, 그리고 고역량보다는 최고역량 집단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졌

속할 확률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율

는지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이 낮은 진로상담이나 진로동아리에 참여했다는

또한 잠재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교육 활동

것은 학생의 적극적인 진로개발활동이나 학교 측

개입이 필요하다. 진로동아리는 중학생에게서는

의 진로교육 지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진로

유일하게 고역량보다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

심리검사와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경험 유무는

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진로동아리 활동이 학생

진로개발역량 집단 구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활동인 만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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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나 보통역량 중학생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할 때

진로관심분야를 구체화하고 주도적인 진로탐색과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준비가 가능한 높은 역량 수준의 중학생에게서

만족도 높은 교육 활동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미 있는 긍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

예를 들어 진로심리검사의 실시와 결과 제공에

다. 반면, 고등학생 저역량과 보통역량 집단구분

그칠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자기이해 및 진로

과 관련이 있는 것은 진로동아리가 아니라 진로

탐색의 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체험 경험이었다. 전반적인 진로개발역량 발달 수

해석 상담을 하고,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준이 낮은 고등학생에게는 당장의 진로동아리 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학생

동 권유보다는 현장견학이나 직업체험 등 진로체

개개인에게 의미 있고 진로개발역량과 밀접하게

험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지 또는 진로체험활동에

연결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더라도 이를 진로와 관련지

부모와의 대화는 중학생의 경우 학교 및 학과

어 생각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참여 수준이 낮

선택에 관한 대화를 자주할수록 최고역량 집단에

아서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

속할 확률이 높았고, 자신의 미래 직업과 흥미나

보고,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체험 활동을 안

적성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할수록 보통역량이나

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로상담은 고등

고역량 집단보다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학생에게서는 보통역량에 비해 최고역량 집단에

높았다. 학교․학과 선택과 직업에 관한 대화는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즉 고등학생들이

보통역량 집단보다 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과도

진로상담과 진로동아리 모두 해본 경험이 있을

관련되었다. 고등학생 역시 학교나 학과 선택, 미

때, 가장 많은(42.43%) 학생이 속한 보통역량보다

래 직업, 흥미나 적성에 대한 대화가 여러 쌍의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집단 비교에서 높은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의 긍

진로진학상담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정적 예측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연구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개발역량에 부모와 흥미나 적성, 직업이해에

모두 12개 직무 중 진로․진학 관련 학생 상담을

관한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직무로 꼽고 있었고, 공통적

(장현진, 2018a), 부모와 흥미와 적성 또는 학교

으로 교육요구도가 높은 직무 역시 진로․진학

및 학과 선택에 관한 대화를 자주 할수록 고등학

관련 학생 상담이었다(장현진, 이진솔, 2016). 이는

생의 진로개발역량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소라, 문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진로상담의 중요성을 인식

승태, 2017)와 유사하다. 그러나 김소라와 문승태

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상담 역량

(2017)의 연구에서는 미래 직업에 대한 부모와의

강화와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대화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

학교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생의 저역

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역량-최고역량 집

량과 보통역량 집단 간 구분을 제외한 중고등학

단 구분을 제외한 모든 집단 비교에서 고등학생

생의 모든 집단 구분을 예측하였다. 이는 학교진

이 더 높은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을 예측했다.

로활동 참여 여부보다는 만족도가 진로개발역량

흥미롭게도 부모와 공부 및 성적에 대해 자주

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장

대화하는 고등학생일수록 모든 집단 비교에서 낮

현진, 2018b)와 일관되며, 진로교육활동 내실화의

은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중학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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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또한 친구나 교사와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주영 등(2016)의 연구 결과

의 관계 등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와 자주 대화할

와도 일치한다. 학교적응 또한 중학생의 저역량과

수록 중학생이 최고역량 집단보다 보통역량이나

보통역량 집단 간 구분을 제외한 모든 집단 구분

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고등학생이

과 관련되었고, 고등학생의 모든 집단 구분을 예

최고역량 집단보다 저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측하였다.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 참여

높았다. 이는 부모와의 성적 또는 학교생활에 대

와 학교규칙 준수의 측면에서 적응적인 태도와

한 대화가 중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약한 정

행동을 나타낼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대

적 상관관계(rs = .22 ~ .31)를 갖는 것과는 대조

인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학교

적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와 성적이나

적응은 진로에 관한 탐색과 이해, 준비의 면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의 빈도가 다른 예측변수들

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 공유하는 변량을 통제한 후에는 고유한 영향

또한 학생들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최고

력이 없거나 낮은 수준의 진로개발역량 집단에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저역량 집단에 속

속할 확률을 예측함을 가리킨다. 즉, 본 연구모형

할 확률은 낮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집단

에서 다른 변인들의 특성을 동반하지 않는 부모

비교에서 높은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와의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잦은 대화는 학

이는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 진로개발역량

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암시하며, 진로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흥

있음을 시사한다. 즐거움이나 만족과 같은 긍정정

미․적성, 학교․학과 선택, 희망 직업에 관해 부

서가 개인의 주의력의 범위를 넓히고, 유연하고

모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가능케 한다는 실험연구

따라서 학부모 상담과 교육을 통해 부모-자녀 간

결과(Fredrickson & Branigan, 2005)는 청소년들이

흥미와 적성, 진학, 직업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 및 직업 세계에

것이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탐색과 진로 준비를 할

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성적과 학교생활

수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위주로만 대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신과 직업세

자기주도학습, 학교적응, 행복감이 중요한 예측

계를 이해하고 진로탐색 및 설계를 하는데 도움

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

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을 길러주기 위한 학교의 개입이 좁은 의미의 진

학업 및 심리적 변인 중 자기주도학습이 높을

로관련 활동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학

수록 중고등학생 공통으로 모든 집단 간 비교에

습 태도와 능력을 기르고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

서 더 높은 수준의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계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행복감을 증

았다.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르는 것은 진로

진시키는 다양한 학업 및 심리․정서 지원 상담

탐색역량의 성취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

결과는 학습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중고등학생

교상담 영역(ASCA, 2004)의 틀로 살펴보자면, 진

들이 진로개발에 있어서도 주도성을 발휘하여 역

로발달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성 발달과

량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기주도학습

학업발달에 대한 학교상담 프로그램들이 진로개

이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종단적으로 진로성숙도

발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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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적은 낮을수록 중고등학생들이

학생, 진로상담 경험, 자기주도학습, 행복감이었으

최고역량이나 고역량 집단에 비해 저역량 집단에

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체험 경험, 학교진

속할 확률, 고역량에 비해 보통역량 집단에 속할

로활동 만족도, 부모와의 미래직업, 학교 및 학과

확률이 높았다. 학업성취가 진로개발역량과 관련

선택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공부와 성적에 대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는데(Park et al.,

한 대화를 적게 하는 것, 그리고 학교적응, 자기

2018), 낮은 성적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

주도학습, 성적, 행복감이었다. 즉 중학생의 경우

치거나 진로 관련 긍정적 자극을 받을 기회를 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저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

한하여서 이것이 낮은 진로개발역량으로 이어질

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복감이나 자기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자신감과 동기 부족과 같은

도학습 태도와 같이 심리․정서 및 동기적인 요

제 3의 요인으로 인해 성적과 진로개발역량 수준

소들로 인해 전반적인 진로개발역량이 낮을 가능

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성적이 높다고 해

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을 할 때에도 직

서 중고등학생이 고역량에 비해 최고역량 집단에

접적인 진로 관련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저역량

전반적인 행복감이나 학습동기와 태도 등을 다루

또는 보통역량 집단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취도를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높이는 것이 진로개발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발달

학업 및 심리적 변인들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역량 집단이 진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나 학업성취

로개발역량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성적

도, 학습태도, 전반적 행복감을 점검하고 취약한

의 증진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이 요구된다.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부모상담이나 교

이 연구는 진로개발역량에 대해 기존 연구가

육을 통해 자녀의 진로발달을 위한 대화법 등을

주로 취해온 변인중심접근이 아닌 사람중심접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학생 개개

을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

인에게 적합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자기탐색과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구분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진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보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자기주도학습과 같이

야 한다.

중고등학생의 모든 집단 분류에 공통적으로 유의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한 예측요인들도 있었으며, 성별, 진로교육활동,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대한 학생들

성적 등 학교급과 잠재집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의 자기보고 자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었다. 따라서 중고등학

왜곡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생의 진로개발역량 발달을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에 참여해보았는지를 답하

한 요인들과 잠재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초점을

도록 하였는데, 어떤 활동을 진로체험이라고 인식

맞출 필요가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하고 답하였는지는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

학교상담과 교육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서 실제 학교진로활동 참여 기록이나 성적 자료,

특히 낮은 비율이지만 진로개발역량이 타 집단에

관찰 결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비해 현저히 낮은 저역량 집단에 대한 개입이 시

또한 진로교육활동에 참여해봤는지 아닌지의 이

급하다. 저역량 집단에 비해 보통역량 집단에 속

분 변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참여 경험이 있다

할 높은 확률을 예측하는 것은 중학생의 경우 여

고 응답한 학생 간 참여 횟수나 참여의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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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만족도가 높은 학교진

김소라, 문승태 (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로교육활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참여 횟수에 따른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차이가 있는지, 진로상담이나 진로동아리의 어떤

27-48.

측면이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류재윤, 이유경 (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분석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대화는 학생들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9,

보고한 주제별 대화 빈도로 측정하였는데, 향후에

99-116.

는 대화 방식이나 유형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성윤희 (2019). 아동기 주관적 행복감과 청소년기

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8(4),

와의 자유롭고 지지적인 개방형 의사소통은 고등

509-524.

학생들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비난적 표현 등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존적 진로의사결정과 정적

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인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허정철, 2010)와 같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이, 대화 주제는 동일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

소경희 (1998). 학교 교육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

화하였는가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습’(self-directed learning)의 의미. 교육과정연구,

이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다양한

16(2), 329-351.

변수들을 예측요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송인발, 강혜영 (2016).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실험연구가 아니며 진로개발역량과 예측변수들을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

동시에 측정하였으므로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140-149.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학교적응이 최고역량

유순화, 윤경미, 강승희 (2006). 과학영재 중학생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발견하

일반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

였으나, 이를 학교적응이 매우 높은 수준의 역량

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7(2), 399-415.

개발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

임효진, 한지은, 김정수, 선혜연 (2016). 청소년의

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되며, 종단자료 등을 활

진로경험 및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의 종단

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변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상담학연
구, 17(5), 289-306.

장현진 (2018a).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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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Latent profiles and their predictors

In, Hyoye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rofiles of adolescents and examine
whether school and student demographics, school-based career activitie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academ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predict profile membership. The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2016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RIVET. The subjects included 9,626 third-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10,292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four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job understanding,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sign and preparation. The results yielded four latent profiles, characterized as excellent, high, medium, and low
competency. Several factors predicted membership in the latent group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self-directed learning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a higher level of competency group in all group pair comparison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bout school and department choice, satisfaction with school-based career activities, school
adjustment, and happiness positively predicted the probability tha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elong to the
excellent competency group. Some predictive factors work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or latent profiles: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ceived career counseling at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career
clubs and talked less about their studies and grades with their parent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cellent
competency group. The lower the self-reported grades,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a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elonged to the low competency group compared to the excellent or high competency groups. Grades, however,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excellent and high competency groups in either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reer interventions should address diverse factors, including academic,
psychological, and parental factors, in accordance with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profiles. Implications of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cultivati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of adolescents a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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