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1, Vol. 19, No. 1, 169-182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화

김 계 현†

서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진로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져 온 자아정체감에 주목하여 자아정
체감 지위 별로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및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Marcia가 제안한 네 가지 자아정체감 지위(성취, 조기완료, 유예, 혼미) 중 자아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 대학생들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Identity Foreclosure)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서 나타내는 차
이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진로결정문제와 진로준비행동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
울, 경기, 경북, 경남, 충남 지역의 14개 대학의 43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지위 검사(EOM-EIS)
를 실시하여 66명의 성취 집단과 62명의 조기완료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진로결정문제척도(CDDQ), 진로준비
행동검사에 있어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결정문제의 준비성 부족과 정보 부족 영역에 있어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은 자
아정체감 성취 집단보다 진로결정문제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
하였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는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달리 진로결정의 과정
에 있어 다양한 진로결정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차원에 있어서는 성취 집단과 변별되
지 않는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
의하였다.
*주요어 : 자아정체감 지위, 자아정체감 성취, 자아정체감 조기완료(Identity Foreclosure),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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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진로결정을 진로상

(Harren, 1979; 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담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인식해왔다. 이를 위해

Super, 1957, Erikson, 1968; Skovholt, & Morgan, 1981;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Cohen, Chartrand, & Jowdy, 1995; Blustein et 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라는 아이디어

1989). Erikson의 자아정체감 성취 개념을 정교화한

아래 결정자와 미결정자를 구분하고, 진로미결정자의

Marcia(1966, 1980)에 의하면 정체감 성취 과정은 자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봉환, 김

아정체감 성취, 조기완료, 혼미, 유예의 지위로 구분

계현, 1997; Fuqua, & Hartman, 1983; Kelly, & Lee,

될 수 있다. Marcia가 제안한 자아정체감 지위 이론은

2002; Vondracek, 1991).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미결정

위기(crisis)와 관여(commitment)를 두 축으로 하여 자

자의 특성과 진로미결정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설명

아정체감 위기에 대처하는 개인의 양식(style)이나 과

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진로미결정자만 주

정(process)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위 별로

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진로결정자의 특성에 대한 시

다른

사점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 진행

achievement)는 탐색 기간을 경험한 후 자신이 선택

된 경험연구들은 국내 대학생 중에는 진로미결정자보

한 직업이나 가치관을 추구한다. 정체감 조기완료

다 진로결정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해(이기학,

(identity foreclosure)는 탐색기 없이, 부모나 중요 타

2003; 장선철, 2003) 진로상담 연구의 영역에서 진로

인에 의해 정해진 직업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유지하

결정자의 특성에 대한 논의 역시 풍부해져야함을 시

고 만족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체감 혼미(identity

사하였다. 기존의 진로결정자에 관한 연구들은 진로

diffusion)는 위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직업적 방향, 가

를 결정한 이들 중에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불만족과

치관을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이고 정체감 유예

불편함을 느끼는 집단,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한 집단

(identity moratorium)는 현재 직업, 가치관과 관련된

이 있는 등(Jones, 1989; Wanberg, & Muchinsky, 1992;

주제들로 고민하며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

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결정자의 특성 역시 다양

태이다(Marcia, 1966, 1980).

진단과

차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정체감

성취(identity

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대학생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에 있어 가장 광범

들의 진로결정 성숙수준을 분석한 고홍월, 김계현

위한 발달이 나타나는 시기(Marcia et al., 1993)로, 진

(2008)은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들 중에도 진로결정의

로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내적, 환경적 위기를 경험

내용과 과정 측면에 있어 미숙한 집단이 존재한다고

하고 직업정체감을 성취해나가는 시기이다. 대학생들

밝혔다. 미숙한 결정자 집단은 스스로 진로결정을 했

은 초중고 시기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에

다고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미래계획

도전하며, 폭 넓게 직업적 대안을 탐색하고, 적절한

의 부재, 진로준비행동이 부재, 개인의 직업적 특성에

단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

대한 이해 부족, 편파적인 직업가치, 관련 직업정보의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생들은 유년기

부족 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에 부모나 타인에 의해 받아들인 직업적 방향을 청년

진로결정자 중에서도 문제 있는 결정을 한 집단이 존

기에 이르러서도 탐색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자아정

재하므로 진로결정의 유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체감 조기완료 상태의 모습을 나타낸다. 즉, 자아정체

진로결정의 질에 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보

감 조기완료 지위에 있는 대학생들은 유년기에 부모

여준다.

나 타인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 일부 직업에 대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은 청소년 후기

한 선호를 대학생 시기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성취와 관련되어 있음이

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의 초중고대학생들의 직업선호

여러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

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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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이 전국 초·중·고 593

낼 수 있다.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상태에서 진로결정

곳 학생 1만5978명(초 5·6년, 중·고 2년)에게 설문

을 내리는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의 내용 면에서 현실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 희망 직업 중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목표를

자신의 희망직업을 뽑은 학생이 초등학생의 71.8%,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Marcia, 1966), 어

중학생의 59.6%, 고교생의 46.2%에 이르는 등 희망 직

린 시절부터 유지해오던 진로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업의 편중이 매우 심각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의

적절한 대안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희망직업 1순위는 모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또한 자신이 예상했던 바와 다른 점을 직업에서 발견

국 대학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직업세

했을 때, 결정에 대한 만족도, 안정성, 직업 적응 등에

계 인식 및 직업선호 실태조사'에서도 역시 4년제 대

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1위가 중고등학교 교사, 2

있으며(Brisbin & Savickas, 1994), 이는 정체감 상실로

위는 건축가나 건축공학 기술자, 3위는 국가 지방행

인한 극심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연결될 수

정 사무원(공무원)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

있다(Raskin, 1989).

하게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

또한 진로결정의 과정 측면에서 자아정체감 조기

이러한 경향은 초중고 시기의 선호직업이 대학생 시

완료 집단은 어린 시절 결정한 직업을 다른 대안에

기 진로결정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대한 탐색 없이 유지해왔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시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진로지도 대신 입시위주의

이 낮고(Nauta, & Kahn, 2007), 원래 추구하던 진로목

진학지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김계현 등, 2000)에

표가 좌절되었을 때 진로목표를 수정하고, 새롭게 진

서 건강한 진로발달 단계를 거치지 못한 청소년들이

로결정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이나, 다양

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진로결정이 전생애적인 과제

한 진로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인기직종으로 성

로 확대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내린

급하게 진로를 결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번의 진로결정으로 진로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

우리나라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심층면접

라, 성인이 되어 직업세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끊임없

을 실시한 연구 결과 역시 충분한 탐색기를 거치지

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조기완료 집단

않고 직업을 가진 성인이 많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에 책임지기보

심층면접을 통해 성인의 직업정체감을 분류한 삼성사

다는 권위자에 의한 결정에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

회정신건강연구소(2007)에 의하면 직업에 있어 자아

려는 특성(Blustein, & Phillips, 1990)이 있어 새로운

정체감 위기를 겪지 않고, 부모나 타인에 의해 주어진

진로결정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직업적 방향을 유지한 직업정체감 조기완료 성인이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지위의 학생들은 환경적 변화에

79.4%로 다른 지위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

개방적이지 않으므로(Clancy, & Dollinger, 1993) 이후

타났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극심해진 취업 경쟁

에 새로운 직업적 환경에 적응하거나, 직무를 전환할

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여 대학생 시기에 충분한 탐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색을 허용하기보다는 재빨리 진로결정을 내리고 실질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

적인 구직 준비행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압력으로

이 중요하다.

작용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의 내용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에 대하여 탐색하지 않고 어

과 과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일 위험이 있

린 시절 타인에 의해 주어진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는 성취 집

것은 진로결정의 내용과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나타

단과 조기완료 집단이 변별되지 않고 두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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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isbin, &

를 파악함에 있어 이들의 태도, 인지적 측면 외에 행

Savickas, 1994;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박

동적 차원의 특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성미,

Savickas(1994)는

따라 본 연구에서는 CDDQ에서 나타난 태도, 인지적

CDS(Career Decision Scale), MVS(My Vocational

측면과 진로준비행동에서 나타난 행동적 차원을 함께

Situation), CDP(Career Decision Profile)와 같은 진로

파악하여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

미결정과 관련된 측정 도구를 통해서는 이질적인 자

료 대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

아정체감 지위 집단 간의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004).

특히

Brisbin과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조기완료 집단이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

연구 문제 1: 자아정체감 성취 대학생과 자아정체

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취 집단과 조기완료 집단은 다

감 조기완료 대학생 간 진로결정문제에는 유의미한

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로결정에 도달한 차이점

차이가 있는가?

이 있다. 그러므로 진로의사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측
정도구인

Difficulties

진로결정문제척도(Career

Questionnaire:

CDDQ,

Gati,

Decision
Krausz,

연구 문제 2 : 자아정체감 성취 대학생과 자아정체
감 조기완료 대학생 간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Osipow, 1996)를 활용하여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
생의 진로결정 과정 상의 문제를 자아정체감 성취 집

방 법

단과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CDDQ는

‘이상적인 진로결정자(ideal decision maker)’에 관

연구대상

한 모델을 기반으로 진로결정 과정 상의 문제에 대한
분류를 제공하여, 진로결정문제가 진로결정의 어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북, 충남 소재의 14개 대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진로결정문제의 영역이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

설문을 실시하여 자아정체감 성취 대학생과 자아정체

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할 수

감 조기완료 대학생을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결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DDQ를

과를 분석하였다. 서울 지역의 10개교, 인천지역의 1

활용하여 자아정체감 성취 지위와 조기완료 지위 간

개교, 경북지역의 2개교, 충남지역의 1개교의 학생들

비교를 통하여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차별적인 진

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가장 표집이 많이 된 학교도

로결정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전체 표집에서 15% 이상을 차지하지 않았다. 응답이

또한 Marcia(1966)의 자아정체감 지위 이론에 따르

불완전한 설문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3명

면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은 후기 청년기의 자아

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유효표집 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도 자아정체감 성취 집

상 433명 중 남학생은 233명(53.8%), 여학생은 200명

단과 동일하게 자아정체감의 유무를 행동적 차원의

(46.2%)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는 1학년이 136명

관여(commitment)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31.4%), 2학년이 106명(24.5%), 3학년이 123명(28.4%),

즉, 이들은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처럼 다양한 대안에

4학년이 68명(15.7%)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

대해 탐색한 후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

범위는 18세에서 29세까지였으며 평균 21.57세로 최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특정

빈값은 20세(19.4%)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전공 분

한 내용의 자아정체감을 행동적 차원에서 표현한다.

포를 살펴보면, 계열별로 사범․교육계열이 137명

그러므로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의 진로결정문제

(31%), 인문․사회․법․상경계열이 167명(39%), 자연․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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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이 116명(27%), 예체능을 포함한 기타 전공이 13

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명(3%)의 분포를 보였다.

EOMEIS-2를 번안한 신행우(2001)의 자아정체성 지위

각 지위별 절단점(표 2 참조)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

척도를 사용하였다.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아정

자들의 자아정체감 지위를 판별한 결과, 자아정체감

체성 지위 척도는 Likert 식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혼미인 대학생이 64명(14.7%), 자아정체감 조기완료인

않다 ~ 6: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생이 62명(14.3%), 자아정체감 유예인 대학생이 55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는 관념 정체성과 대인 정체성,

명(12.7%), 자아정체감 성취인 대학생이 66명(15.2%),

그리고 이들을 합하여 전체 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도

미분화 186명(42.9%)로 분류되었다. 자아정체감 성취

록 되어 있다. 설문지를 사용한 자아정체감 측정은 심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층면접에서와 같은 심도 있는 위기, 관여 유무의 판별

살펴보면(표 1), 자아정체감 성취집단의 경우 남자가

에는 취약할 수 있으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각

39명, 여자가 26명,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으며, 자

집단 간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강점을 가진

아정체감 조기완료는 남자가 38명, 여자가 24명으로

다(Marcia, et al., 1993). 하위척도 중 관념 정체성에는

나타났다.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 성취 집

직업, 종교, 정치 및 철학적 생활양식 등 4개 영역이

단의 경우 1학년이 18명, 2학년이 14명, 3학년이 17명,

포함되어 있으며, 대인 정체성에는 우정, 이성교제,

4학년이 17명,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의 경우 1학

성 역할 및 여가활동 등의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년이 19명, 2학년이 13명, 3학년이 16명, 4학년이 14명

자아정체성 지위는 전체 8개 영역에 관한 8개씩의 문

으로 학년 분포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8개 영역 각각에는 네 가
지 정체성 지위에 해당하는 2개씩의 문항들이 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인 정체성은
제외하고 관념 정체성 척도의 32문항만 분석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자아정체감 지위

삼았다. 진로연구의 영역에서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

척도, 진로결정문제척도, 진로준비행동검사이다. 각

로관련 특성을 연구할 때는 관념 정체성만 사용하기

도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도 하며(Vondracek et al., 1995), 자아정체감 지위 검
사를 타당화한 신행우(2001) 역시 요인분석 결과 관념

자아정체감 지위 척도

정체성만 사용하는 방식 역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다고 제안하였다. 신행우(2001)가 번안한 자아정체성

서는 Adams과 Bennion(1986)이 최종 개정한 확장판

지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관념 정체성의
경우 .55~.80, 대인 정체성의 경우 .57~.77, 전체 정체

표 1. 자아정체감 성취, 조기완료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학년

성 척도의 경우 .70~.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
아정체감

지위별로,

자아정체감

혼미의

경우

구분

성취(N=66)

조기완료
(N=62)

남자

39명

38명

Cronbach α값이 .72, 자아정체감 유예의 경우

여자

26명

24명

1명

-

Cronbach α값이 .50, 자아정체감 성취의 경우

무응답
1학년

18명

19명

2학년

14명

13명

3학년

17명

16명

진로결정문제척도(CDDQ)

4학년

17명

14명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문제를 측정하

Cronbach α값이 .62, 자아정체감 조기완료의 경우

Cronbach α값이 .7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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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Gati, Krausz, Osipow(1996)가 개발한 진로

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문항이 있는지

결정문제척도(Career

Difficulties

를 검토하였다. 박사과정 3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Questionnaire: CDDQ)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문제척

CDDQ의 원저자인 Gati로부터 영어판 CDDQ를 전달

도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받고, 원문항을 참고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있는지와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수정된 문항에 대하여 대학생 3인에게 의뢰하여 뜻이

Gati, Krausz, Osipow(1996)는 의사결정이론을 바탕으

불분명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다시

로 진로결정 이전에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진로결정

한 번 검토하였다. 대학생 3인의 검토를 거친 문항은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류

대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를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여 경험

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수정된 진로결정문제

적으로 그러한 분류가 지지되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Cronbach α값이 .94로

따라 동기부족, 우유부단, 역기능적 신념으로 이루어

수정, 보완된 척도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

진 ‘준비성 부족(lack of readiness)’ 영역과, 진로결

는 것으로 나타났다.

Decision

정과정에 대한 정보부족, 자신에 대한 정보부족, 직업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들의

에 대한 정보부족, 추가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

진로결정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결정과정 이전

보부족(lack of information)’ 영역, 신뢰할 수 없는

단계의 문제를 나타내는 ‘준비성 부족’ 척도와 진

정보, 내적 갈등, 외적 갈등으로 이루어진 ‘불일치

로결정과정 중의 문제를 나타내는 ‘정보 부족’ 하

정보(Inconsistent information)’를 하위 영역으로 구

위척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문제척도 중

성하였다.

24문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준비성 부족은 진

한국판 CDDQ는 김동준(1997)이 번안․타당화한 것

로결정과정에 몰입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

으로 국내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김동준

인 우유부단함 등을 나타내어 진로결정 과정을 시작

(1997)은 진로결정문제 척도를 번안․타당화하는 과정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부족은 진로결정과정

에서 역기능적 신념 척도를 제외시켰다. 이러한 판단

에 대한 정보 부족, 자신의 흥미, 능력 등에 대한 정

의 근거는 첫째, 역기능적 신념의 문항 간 신뢰도가

보 부족, 현재 존재하는 직업 및 직업의 특성에 대한

α=.50으로 낮게 나온 점, 둘째, 진로미결정(CDS) 검

정보 부족,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부

사를 통해 CDDQ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역기

족 등으로 인해 결정과정 상에 다양한 어려움을 일으

능적 신념’과 진로미결정 간에는 -.15의 부적인 상

킬 수 있다(Gati, Krausz, Osipow, 1996). 각 문항은 9

관관계가 나온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신

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9점: 매우 그

념 하위척도가 측정하는 것이 진로미결정에 관한 것

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이 아닌 다른 알지 못하는 어떤 요인에 관한 것’(김

문제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24

동준, 1997)임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역기능적

문항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 Cronbach α값 .922로

신념을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양호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한국판 CDDQ에 대하여 어법 상 매끄럽
지 못한 부분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영어 원문항

진로준비행동 검사

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진로결정문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봉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진행 절

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활용하였다.

차를 거쳤다. 우선 교육상담 전공의 박사과정 3인에

진로준비행동 검사는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

게 부탁하여 문장이 매끄럽지 않거나, 뜻이 불분명하

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올바른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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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노력과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

다(신행우, 2001). 전체 집단의 자아정체감 척도 평균,

동을 측정하고 있다.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및 이를 통해 계산된 절단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점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방식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

표 2. 자아정체감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행동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

표준

척도

N

평균

Cronbach α값이 .84, 반분신뢰도는 .74, 검사-재검사

혼미

433

26.73

6.53

8

44

33.26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조기
완료

433

19.03

5.89

8

37

24.92

유예

433

26.07

4.93

8

39

31.00

성취

433

29.84

6.36

8

48

36.20

서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값이 .86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편차

최소값 최대값 절단점

연구절차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에 활용할 척도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조

업을 거쳤다. 특히 진로결정문제척도의 문항을 수정․

기완료 집단 간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에서 차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은 상기에 서

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술된 바와 같다. 그 후 각 지역의 14개 대학에 설문지

연구문제에 따라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 조기완료 집

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단 간에 진로결정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직접 설문지 배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설문조사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결정문제의 하위요인인 준

목적과 실시요령을 요약한 설명서를 동봉하여 설문지

비성 부족과 정보 부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를 배포하였다.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대학교의 전공,

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교양 강의에서 이루어졌고 일부는 대학생들의 소모임

있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에서 실시되었다. 검사는 2009년 11월 중 약 3주간에

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2.0 버전이 활

거쳐 실시되었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검사시작 후

용되었다.

약 15분을 전후하여 검사를 완료하였다. 설문조사 결

결 과

과, 약 480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약 470부의 설
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자료
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
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33개의 설문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조기완료 집단 간
진로결정문제의 차이 분석

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433명 응답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지위 판

진로결정문제 하위영역인 준비성 부족, 정보 부족

별 과정을 통해 각각의 지위를 분류하였다. 자아정체

에서의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EOM-EIS는 자아정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준비성 부족에 있어서는

체감 지위를 분류함에 있어 ‘지위 점수 평균 + 1 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이 23.71점, 자아정체감 조기완

준편차(SD)'를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사용하고 있

료 집단이 31.19점, 정보 부족에 있어서는 자아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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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의 준비성 부족, 정보 부족의 차이 분석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
(N=66)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
(N=62)

M

SD

M

SD

F



준비성 부족

23.71

7.56

31.19

7.14

33.03***

.21

정보부족

43.35

22.17

63.52

25.57

22.81***

.15

*** p <.001
성취 집단이 43.35점,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이

나타낸다. 즉,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은 자아정체

63.52점으로 두 영역 모두에서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감 성취 집단보다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성 부족 문제

집단이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

를 더 크게 나타내며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고, 결과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조기

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완료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

보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진로결정과정, 자기

하여 자아정체감 지위를 독립변수로, 준비성 부족과

자신, 직업,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 등에 대한 정

정보 부족을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보가 자아정체감 성취 대학생들보다 부족하여 진로의

다. 준비성 부족과 정보부족 간에는 r=.63(p < .01)의

사결정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남에 따라 두 요인을 종속변인

된다.

으로 하는 다변량분석이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먼저

Box의 검정결과(F=1.03, p >.05)를 확인한 결과, 종속
변수의 관측 공분산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채택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가 다변량분석에
필요한 기본가정인 집단별 분산의 동질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우선 진로준비행동검사에 있어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의 기술통계치를 살

자아정체감 지위 간 진로결정문제 차이를 분석한

펴보면 표4와 같다.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의 진

결과, 자아정체감 지위 간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로준비행동검사는 38.84점,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은

Lamda값이

나타나

41.55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

(F=18.24, p <.001),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 조기완

감 조기완료 집단 간에 진로결정문제에 있어 유의한

료 집단 간 진로준비행동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

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에

면 준비성 부족과 정보 부족 두 영역에서의 차이 역

앞서 집단 간 분산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 모두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모집단의 변

(표 3). 자아정체감 지위가 준비성 부족 문제를 설명

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38, p >.05).

하는 정도(  )는 준비성 부족 문제의 경우 .21, 정보

표 4.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치

.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족 문제의 경우 .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
아정체감 성취-조기완료 집단이 준비성 부족, 정보
부족의 진로결정문제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지위
진로준비 조기완료
행동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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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62

38.84

8.29

66

41.55

9.08

t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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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t-검증 결과, t값은

CDP가 모두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을 주로 측정한

-1.76(p >.05)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두 집단 간

다는 공통점이 있음(Fuqua, & Newman, 1989; 고홍월,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진로준비행

2009)을 고려할 때,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 역시

동에 있어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진로결

완료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

정에 대한 확신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

진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

로결정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자아정체감 성취 집

체감 조기완료 집단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단과 질적으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시

차원에서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사한다. 예를 들어,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은 합리적,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을 수행한

계획적 의사결정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조기완료의 경우 의존적인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합
리적인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Blustein,

Phillips, 1990), 조기완료 집단은 진로결정의 과정에

논 의

있어 결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고, 타인에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433명의 설문 결과 자료를

해 주어진 결정을 수용했을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바탕으로,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자아

(고홍월, 김계현, 2008)에서 시사되었듯이 우리나라

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 간의

대학생들의 조기완료적 진로의사결정이 그 과정에 있

차이를 분석하여 이들의 진로결정 상의 차별적인 특

어 많은 미성숙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

있으며, 체계적 과정을 통해 결정과정을 수행하고, 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신의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결여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 중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
학생들은 자아정체감 성취 대학생들보다 더 큰 진로

된 상태에서 진로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나
타낸다.

결정과정 상의 문제들을 나타내었다. 진로결정문제

둘째, 진로결정문제에 있어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

척도 상에서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들은 진로결

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음에

정에 대한 동기부족, 우유부단함 등을 나타내는 준비

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

성 부족 영역과, 결정과정, 자신, 직업, 추가적인 정보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 조

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을 나타내는 정보 부

기완료 집단이 직업이나 가치관, 신념 등에 있어 탐색

족 영역에서 모두 자아정체감 성취 대학생들보다 유

기나 위기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 유년기에 타인에

의미하게 높은 진로결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의해 받아들인 특정한 내용의 정체감을 행동적 차원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편

에서 표현한다는 Marcia(1966)의 이론적 가정과 일치

안함을 측정하였던 Brisbin과 Savickas(1995)의 선행연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기완료 집단의 특성은 진로에

구에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한 목표를 가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집단 간 차이가 변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보인다는 점에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외현적으로

결정문제척도(CDDQ)에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

변별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아정체

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

감 조기완료 집단이 동기 부족, 우유부단함에 있어 자

점은 이들 집단 간의 차이가 진로의사결정과정에 귀

아정체감 성취 집단보다 더 큰 문제를 보였다는 본

Brisbin과

연구의 결과는, Harren (1979)이 제안한 인식, 계획,

Savickas(199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CDS, MVS,

확신, 이행의 4단계 의사결정과정 모델을 고려할 때,

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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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들이 심리적 불균형을 느

결정의 관련성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끼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Marcia의 자아정체감 지위 이론에서는 심리적 위기

인식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의 단계에 있

속에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의 유무로 자아정체감 성취 집단과 자아정체감 조기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은 유사한 진로준비행동을

완료 집단을 범주화하여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보임으로써, 이행 단계의 구체적인 직업 목표 추구 행

정체감에 대한 관여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자아정체

동을 보이지만, 이전 단계를 거친 과정과 내용에 있어

감 발달 단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서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거쳤을 수 있다. 즉, 자아

연구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과제를 다루는 전략의 차

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직업적

이가 진로결정 특성의 차이와 연결됨을 경험적으로

방향에 대해 검증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

지지하여,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심리적, 환경적 불일

터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확고한 방향에 대한 행

치 속에 위기를 경험하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한 뒤에

동을 나타내므로 자아정체감 확립 과업을 수행한 대

내린 의사결정 방식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

학생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흥미, 능력에 대해 탐색

지는 방향을 내면화한 의사결정 방식 간에 진로결정

하거나 다양한 직업적 대안을 살펴보기보다는 우선

문제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

주어진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적 노력을

아정체감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범주화한 자아정체

활발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진로결정의 특성을 분석

이러한 연구결과가 진로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하는 이론적 틀로서 유용함을 시사하였다.

시사점과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진로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자아정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자의 특성을 보다

체감 성취 대학생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이

세분화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선행연구의 결과들

행동적 노력에 있어서는 변별이 되지 않음에 따라, 대

(김봉환, 김계현, 1997; 고홍월, 김계현, 2008)과 연결

학의 경력개발센터 등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

되는 맥락에서, 스스로 진로결정을 했다고 지각하며,

관의 전문가들이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들을 구

행동적 차원에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분해 낼 수 있는 장치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전

보이는 진로결정자가 자아정체감 발달 단계에 따라

략을 설계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자아정체감 조기

세분화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 타인에

완료 지위의 대학생들은 자기의 진로가 이미 결정되

의해 주어진 유년기의 정체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

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진로대안을

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이 다양한 탐색과 갈등에 의

탐색하기 위해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해 자아정체감 확립을 달성한 성취 집단과 달리 진로

오히려 이력서 준비, 면접 준비, 시험 정보나 대학원

결정문제 있어 준비성 부족, 정보 부족 등 더 큰 문제

정보와 같은 구체적 서비스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한 직업적 정체감을 나

(Raskin, 1989). 대학에서는 조기완료 지위 대학생들의

타내는 대학생일지라도 이들의 진로결정이 타당한 탐

이런 특성들을 세심하게 고려한 진로지도 전략을 추

색 과정을 거친 결과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구하여 내담자가 확실한 진로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을

되었다.

나타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진로결정 과정에서 다양

둘째, 본 연구는 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다루어

한 대안에 대해 탐색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온 과정을 중시하는 Marcia(1966)의 자아정체감 지위

수행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

이론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정 과정 점검에 있어 Marcia 등(1993)이 제안한 반구

적용하여 자아정체감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들과 진로

조화 면접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담자의 직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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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대한 부모의 관여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내담자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

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섣부른 진로결정을

들의 진로결정문제를 자아정체감 성취와의 비교를 통

내린 것은 아닌지 탐색하는 데 실천적인 조언이 될

해 분석하였으므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에

것이다. 또한 원래 선택하였던 직업이 예상한 것과 다

서는 의미가 있으나, 진로결정에 자아정체감 발달이

르거나, 어린 시절부터 추구했던 직업 목표를 달성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

는 데 실패하여 기존에 유지하던 정체감이 도전받은

계가 있다. 진로결정에서 자아정체감이 실제적인 영

내담자의 경우, 이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건강한 자

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미치는 정도 등에 대한 후속연

아정체감 발달의 일부분으로 여겨 다양한 대안에 대

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아정체

해 탐색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전략을 활용할 수 있

감 조기완료가 미숙한 진로결정을 얼마나 예언할 수

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설명량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안은 다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성취 집

CDDQ 외에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

단과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감 등 진로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조

삼아 자아정체감 유예 및 자아정체감 혼미인 대학생

기완료 대학생이 나타내는 다양한 진로결정 관련 특

들은 분석에 제외함으로써, 자아정체감 발달과 진로

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정의 관련성의 종합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데는 한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지위 분류를 위하

계가 있었다. 특히, 자아정체감 지위가 고정된 상태에

여 한국판 자아정체성 지위 검사(EOM-EIS)를 사용하

있기 보다는 자아정체감 발달 패턴에 따라 자아정체

였으나 자아정체감 혼미와 자아정체감 유예 집단의

감 혼미-조기완료-유예-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

경우 신뢰도가 높지 않아 자아정체성 지위 분류의 안

려할 때 다른 자아정체감 지위인 혼미, 유예와 자아정

정성에 있어 한계를 나타내었다. EOM-EIS는 대규모

체감 조기완료가 진로결정문제에 있어 어떠한 차별적

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지위를 판별할 수 있고,

인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

비교적 엄격한 기준(평균 + 1표준편차)을 지위 분류의

으로 여겨진다. Waterman(1982)이 제안한 자아정체감

준거로 활용하여 각 집단 별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는

발달 패턴에 의하면 자아정체감 조기완료는 자아정체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분

감 성취로 직접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자아정체감

화’집단이 42.9% 나타나는 등 한 가지 지위에서 뚜

유예를 거쳐 자아정체감 성취 지위에 연결되는 것으

렷한 변별성을 나타내지 않은 참여자의 자아정체감

로 이해된다. 즉,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지위에서 이전

지위를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의 정체감이 아닌 다른 대안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받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지위 분류의 안정성을 높이기

음으로서 이전의 관여가 도전받으면 자아정체감 유예

위하여 관념정체성 외에 대인정체성 영역도 모두 활

지위로의 전환이 나타난다. 자아정체감 유예 단계에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서 다양한 탐색 끝에 확고하고 의미 있는 관여를 나

모든 이들의 지위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EOMEIS

타내면 자아정체감 성취 지위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

외에 반구조화 심층면접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한 자아정체감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자아정체감의

다.

발달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모형을 발

넷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제한된 대학생을 표

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집단과 자아

집함으로써 다양한 인구학적, 내적 특성과 자아정체

정체감 유예 집단의 비교, 4가지 자아정체감 지위 간

감 지위를 연결하여 세분화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

의 비교 등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최근 대상의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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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김

손진희 (2010). 청소년기 학업우수 남학생의 대학 재

봉환 외, 2010)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의 관련성을 탐

학 시 진로결정 영향요인. 청소년상담연구,

색함에 있어서도 대상의 내적, 외적 특성이 미치는 영

18(2), 187-204.

향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예를 들

신행우 (2001).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 (EOM-EIS2)

어, 손진희(2010)는 부모를 비롯한 타인들의 기대가

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학업우수 남자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

137-152.

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학업우수 남자대학생들이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

대학생 시기 충분한 진로탐색을 수행하기 보다는 부

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

모나 타인의 과도한 기대를 내면화한 자아정체감 조

년상담연구, 11(1), 13-21.

기완료 상태에서 제한적 진로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장선철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과 개인ㆍ인지

많음을 시사한다. 즉, 성별, 학업성적 등과 같은 변인

변인의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 과정과 진로결정에 미

한국고용정보원 (2008). 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

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대상에 따른

업선호 실태조사. www.work.go.kr에서 검색.

차별적인 진로상담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

(20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장래희망직업

www.krivet.re.kr에서 검색.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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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Ego-identity Achieved and Foreclosed
College Students

Young-hwa Kim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ego-identity has been considered as a key factor to successful career decision-making. This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identity achieved and identity foreclosed college students in Korea. To categorize ego-identity statuses,
433 college students from 14 campuses responded to a measure of Identity Status(EOM-EIS) along with the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s. As a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lack of readiness and lack of information between identity achieved group and foreclosed group.
The foreclosed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subscale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y(lack of readiness and lack of information) than achieved group. In term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dentity foreclosed
college studen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identity achieved counterpart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identity foreclosed students experience difficulties of lack-of-readiness and lack-of-inform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in terms of behavioral sense, once they obtained their career goals, they experience less difficulties in pursuing their career goals . Finally, the limitation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identity status, identity achievement, identity foreclosur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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