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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의 첫 취업 과정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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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한국 여대생들의 일가족 다중역할에
대한 계획 변화의 종단연구’자료 중 1차 설문시기에 대학 4학년, 2차 설문시기에 대졸자,
3차 설문 시기에 취직 혹은 대학원 진학한 137명을 추려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척도와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고,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1년 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 효과가 모든 시점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셋째, 2차 년도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년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졸업 후 실제 직업 선택 시기에 진로정체감에 선행적 인과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횡단연구에서 진로
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
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도 두 변인이 상호작용 함을 확인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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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skyoo@ewha.ac.kr

- 279 -

방지원․유성경

서 론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 to work)을 준비하는 시점으로서(김봉환,
김계현, 1997) 이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파악하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조율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Ginzberg, 1988). 특히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은 청년들의 경
제적, 심리적 독립과 함께 결혼과 같은 새로운 발달과업의 시발점이 되기에(Erikson, 1968;
Super, 1980; Warr, 1987) 대학생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를 표현한 88만원 세대,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어려워 졸업을 유예하는 NG족 등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청년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6년 5월 청년 실업률이 9.7%로 사상 최고 수
준을 기록했고, 그 중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은 2005년 6.2%에서 2015년 9.6 %로 증가했다
고 한다. 매해 증가하는 실업률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2%에서 2016년 42.7%(통계
청, 2016)로 꾸준히 줄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커지고 있
다(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고용정보원의‘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하기 까지 약 11개월이 걸리며, 이처럼 취업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인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그들의 혼란을 가중시켜(류진혜, 김은정, 2000) 상
당수 대학생들이 직업적인 준비 측면에서 성숙하지 못 하고, 진로에 대한 의식 또한 명확하
게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철영, 2011).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진로문제에 대
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대학 상담센터나 학생생활 연구소의 보고에서도 들어
나는 바로 대학생들의 주 고민은 자신의 진로방향 혹은 직업 선택의 방향이 적절한지, 자신
의 능력이 충분한지,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한 막연함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한
취업준비 행동 방해로 나타나고 있다(박미경, 이현림, 2008).
진로 및 직업 선택 방향의 혼란은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자신과 진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야 하는 발달 과업
으로 제시된 진로정체감 확립(Erikson, 1968)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이후로 유
보 되었기에(김기정, 이연희, 1999)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를 탐색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정체감 유예 단계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강갑원, 김민자, 전나영, 2014; 서유란, 이
상희, 2012). 더 나아가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맞추어 대학
과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교 시기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교육부, 2014) 대학생 시기로 유보된 진로정체감의 확립(Waterman, 1985)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학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를 위해 어
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취직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성숙한 그림을 그리는
경험이 없어 진로에 대한 명확한 정체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정철영,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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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부족한 확신은 취업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장벽으로 이어져
(이기학, 1997) 결국 자신이 진로에 관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 부족이 진로문제 스
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 효능감은 진로 스트레스와 연관된 중
요한 변인으로서(배주윤, 2009; 송주현, 2008; 윤훈상, 2005), 긍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는 취업준비 대학생들을
더욱 좌절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겪게 한다(박미경, 이현림, 2008).
요약하면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개념과 일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진로의사결정을
해야 하나(김태환, 2013) 현재 한국 대학생들은 개인 외, 내적인 요소들로 인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졸업 후 첫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처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Ellwood, 1982), 한국 대학생들이 처해있는 사회 문화적
인 현실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발달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로 진입하기 이전 본격적으로 진로결정이 요구되는 대학 졸업
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진로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잠정적인 직업적 대안을 도출하고, 자신의 가치관
과 그 실현 가능성에 따라 잠정적인 선택을 한 후 이를 구체화 시켜 최종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서(Gotffredson, 1981; Harren, 1979),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단순한 정보수집 및 탐색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다(Harren, 1979). 이 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목하
였다.
Super(1963)는 진로정체감이 명확하게 형성된 사람일수록 높은 동기수준을 갖고, 높은 정체
감이 뚜렷한 목표로 작용하여 힘든 구직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질수록 그 상황에 맞는 진로 선택을 더 잘하고 자신과 일
의 세계를 더 잘 연결하기에(Holland, Daiger, & Power, 1980),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성숙도가 상관이 있다는 것(김봉환, 김계현, 1997; 장지선, 2005; 홍혜경, 1998; Holland, &
Holland, 1977)이 밝혀졌고, 진로정체감이 진로 성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결과 또한 연구되
었다(Fuqua, Blum, & Hartman, 1988).
진로정체감과 더불어 진로결정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자기효능감이란 자기주도적 신념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
신이 진로 선택과 진로 관련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기대와 수행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진로발달
과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홍혜영, 안혜선, 2009). 진로 영역의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진로를

- 281 -

방지원․유성경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Hackett & Betz, 1981). 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더 강하게 발달되고 유지되는데(Ford & Smith,
2007),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더 강한 동기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진로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전 연구에서 높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 진로 결정 수준 및 진로태도 성숙 예측, 진로 선
택, 진로 성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란, 2007; 김선중, 2004; 김수지, 이정자,
2013; 이희영, 2003; 임은미, 이명숙, 2003; 한주옥, 2004; Betz, & Hackett, 1983; Luzzo, 1993;
Robbins, 1985)는 것이 밝혀졌고,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양난미, 2006).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구직행동을
29%를 설명함으로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임을 결과로 내었고, 양진희와 김봉환
(2008)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직업정보 효능감, 미래계획 효능감, 문
제해결 효능감이 구직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제
수행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진로요인으로서 준비행동이나 결정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힘든 취업난과 구직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및 장애를 지각
하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진로준비행동을 비교적 잘 수행할 수 있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동기구성요소 중 목표로서의 정체감은 개인의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기주
도적 신념인 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적 정보를 제공하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동기
를 구성하고 조직화하여 개인의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Ford, 1992). 이를 진로영역에서
살펴보면 진로 목표로 정의될 수 있는 진로정체감과 진로 선택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평가적 정보로서 서로 상호 작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실시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상관이 있었고(Fuqua, Newman, & Seaworth,
1988; Gushue, Clarke, Pantzer, & Scanlan, 2006; Robbins, 1985),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어(이정규, 2006; 이정애, 최
웅용, 2008; 이경선, 2009) 두 변인이 진로발달에 있어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인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다소 비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
는데 예를 들면,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권경남, 최은희, 2010; 이경선, 2009;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반대로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있었
다(Fuqua, Blum, & Hartman, 1988). 이러한 일관되지는 연구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의 연구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두 변인사이의 상호인과성만을 초점을 두고 분석
하기 보다는,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진로결정 수준,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준비행동,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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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등)과 함께 포함시켜 진행되었기에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방향에 대한
직접적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횡적 자료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상호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한 가
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이정
애, 최웅용, 2008) 실제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성인 진입
기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에 어떤 종단적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시간, 환경 및 경험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Rueda & Dembo, 1995;
Tiedeman & O'Hara, 1963)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첫 취업을 하는 3년 동안의 과
정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각각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
해 살펴보고, 또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이라는 진
로선택과정은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
이므로(강선영, 1996) 종단연구를 통해 졸업을 앞둔 이들의 진로결정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
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화여대 여성 진로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를 포
함한 주요 도시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한국 여대생들의 일가족다중역할에 대한
계획 변화의 종단연구’의 1,2,3차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1개월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2011년 대졸
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졸업 후 1년 내에 진로선택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즉, 1차년도 설문 참여 시 대학 4학년, 2차년도 설문 참여시 대학졸업
후 미취업 혹은 미진학 상태, 3차년도 설문 참여시에는 취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한 137명(3차
년도 기준으로 남 37명, 여 100명)을 선택해 분석 하였다. 종단 자료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차와 2차 사이에, 2차와 3차 사이에 표본의 유실이 발생하여 결측치 발생 및 각 시점
의 응답자 수가 다르게 되었다. 특히, 2차 시점에 유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한 15명으로 인
해 상대적으로 3차년도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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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Betz, Klein과 Taylor(1996)가 단축한 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rom)를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변환, 수정하여 타당화한 이은경(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총 5개의 하위척도에 각 5문항씩 구성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고, 하위 척도
별 합치도는 자기평가 .76 직업정보 .68, 목표선택 .75, 미래계획 .79, 문제해결 .70, 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91, 2차 .94, 3차 .92 이었으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년도에 .69-.79, 2차 년도에는 .75-.82, 3차 년도에는 .68-.80 이었다.
진로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Holland, Dia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VIS(vocational 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한국형 VIS(Vocational Identity Scale)
를 사용하여 진로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원 검사에서는 높은 점수가 낮은 진로정체감을 나타
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을 사용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진로정체감을 나타내도록 하였
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해 측정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1차 .92 2차 .91 3차 .91 이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안정성 및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Curran & Bollen, 2001),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뚜렷한 인과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강점
이 있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 중 자기회귀 모형
(autoregressive model)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은 [t-1]시점의 값으로부터 설명된다는 것이며,
교차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의 핵심은 두 변인간의 시간의 지연에 걸친 상호작용에 대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ARCLM을 설명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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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는 [t]시점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값을 나타내고,   
는 [t]시점의 절편을,  은 [t-1]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t]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1]은 [t-1]시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측정값을,  는 [t-1]시점의 진로정체감이 [t]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차지
연계수를, 진로정체감 [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정값을, r  [t]는 [t]시점의 오차를 뜻한
다. 마찬가지로 진로정체감 [t]는 [t]시점에서의 진로정체감의 측정값을 나타내고,  는 [t]시
점의 절편을, 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이 [t]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진로정체감 [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정값을, 는 [t-1]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t]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를 진로정체감 [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
정값을, e [t]는 [t]시점의 오차를 뜻한다.
자세한 모형은 그림1로 제시하였다. 그림1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2, 3과 진로정체감1,
2, 3의 숫자는 각 측정시점을 의미하며, 경로계수에 표시된 알파벳은 동일화제약(equality
constraints)를 위해 사용되었다. a1, a2, a3, a4는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의 동일화 제약을,
A와B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제약을, C와D는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E는 오차 공분
산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한다.
ARCLM 검증은 연구모형을 설정한 뒤 내재된(nested)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간명하면
서도 설명력이 있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여 그 모형의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를 통해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모형비교를 위해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야하나, 차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유숙경, 2004), 본 연구에서는 표
본의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
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 Lewis Index)와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이용하였다.
Hu와 Bentler(1999)에 따르면 TLI와 CFI는 .95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나, Browne
과 Cudeck(1993)과 홍세희(2000)는 TLI와 CFI는 상대적인 지수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로, RMSEA는 절대적합도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이상
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하여 이 수치를 따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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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종단 자료의 특성상 결측치가 발생하였고, 결측치 처리 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
용하였다. FIML은 결측치를 삭제하거나(Listwise Deletion), 대체하지 않고(Mean Imputation)
각 사례의 우도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Kline, 2011).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고(Arbuckle, 1996), 종단자료에서 발생한 결측치도 모두 분
석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양희, 2008).
또한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수를 반복변수로 설정 할 때 변수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한다는 종단적 구인 동일성을 확보하여야하는데(Taris, 2002), 구조
모형 검증에서는 요인계수의 동일성 혹은 측정동일성을 뜻하는 약한 구인 동일성을 충족하면
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이는 응답자들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
하고 측정 변수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홍세희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잠재변수로서 5개의 지표변수로 구성하였고, 진로정체감
은 단일 지표변수로서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오차항 간의 공변량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반복측정 설계로 인해 측정오차 간의 유의
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Pitts, West, & Tein, 1996). 그 이유로는 한 측정
변인(예: 1차 년도의 자기평가)의 측정 오차 중 일부는 단순 무선오차이나, 나머지 일부는 동
일 잠재변인(예: 1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다른 측정 변인들(예:
1차 년도의 직업정보)과 공유되지 않는 체계적인 변량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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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eskog, 2002). 이런 공변량 관계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정성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
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감소 할 수 있다(최희철, 황매향, 2010; Pitts, West, & Tein, 1996).
본 연구에서는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위
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기술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1차년도(N=125)

2차년도(N=112)

3차년도(N=137)

M

SD

M

SD

M

SD

3.72

.51

3.76

.57

3.62

.54

자기평가

3.85

.61

3.86

.62

3.68

.64

직업정보

3.7

.60

3.71

.67

3.61

.64

목표선택

3.86

.63

3.85

.64

3.6

.66

미래계획

3.71

.64

3.72

.68

3.61

.64

문제해결

3.48

.71

3.64

.7

3.62

.67

2.84

.76

2.64

.52

2.56

.52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구조모형의 검증과 자료 분석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두 변인 간에 종단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에서는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해야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다음 8단계
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1: 그림 1에서 오차 사이의 공분산을 제외한 기본 모형이다.
모형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동일시
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을 설정한 모형이다. 모형1에 d1, d2과 d3, d4
사이에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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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 모형2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변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1에서 세 시점의 a1, a2, a3, a4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동일하게 제약했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모형4: 모형3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그림1의 A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
귀 효과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5: 모형4에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1의 B
는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
정체감의 자기회귀 효과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6: 모형5에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 1에서 C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효과의
동일화 제약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
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지를 평가한다.
모형7: 모형6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 1에서 D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효과의
동일화 제약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이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지를 평가한다.
모형8: 모형7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오차 간 공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추
가한 모형이다. 그림1에서 E는 오차 간 공분산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이므로 차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표본의 크기에 민
감하므로 모형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했을 때
TLI, CFI, RMSEA가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외, 2007).
8개의 모형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본 모형1과 오차 사이의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2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명성을 나
타내는 자유도(df)값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차이 검증치가 유의도 .01수준
에서 유의미 하게 감소하여 설명력을 획득하고, 모형적합도 비교 시에도 모형2의 적합도들이
모두 모형1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모형2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변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한 모형3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
고 CFI는 근소하게 줄었지만 TLI는 근소하게 증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한 모형4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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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 비교 결과(N=137)
RMSEA

모형



df

TLI

CFI

1

229.465

119

.889

.923

.082(.066-.098)

2

171.885

117

.944

.962

.058(.038-.076)

3

183.051

125

.945

.960

.058(.039-.075)

4

184.746

126

.944

.959

.058(.039-.075)

5

186.390

127

.944

.959

.058(.039-.075)

6

187.548

128

.945

.959

.058(.039-.075)

7

189.962

129

.944

.958

.058(.040-.075)

8

190.697

130

.944

.958

.058(.039-.075)

(90%신뢰구간)

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와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
약을 한 모형5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진로정체감의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6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
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
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
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7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
로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7과 오차 공변량을 제약한 모형8의 차이검증 결
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
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오차들 간의 공분산의 시간에 따른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형8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모형인 모형8의 구조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이를 그림 2로 표시하였다.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은 모두 그 다음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정체감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그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도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도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도 그 다음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교차지연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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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결과
표준화된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비표준화된
추정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491



.083

.5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511   

.083

.521   

진로정체감1 → 진로정체감2

.345   

.067

.239   

진로정체감2 → 진로정체감3

.245   

.067

.23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 진로정체감2

.261 

.085

.26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진로정체감3

.284 

.085

.269 

진로정체감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265 

.065

.189 

진로정체감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180 

.065

.189 



p<.05,



p<.001

[그림 2] 최종 추정 결과

결론 및 논의
대학 졸업 후 첫 직업 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 또
는 유지되는지,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
는지 종단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4학년에서부터 졸업 후 1년 내 진로 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 두 변인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으며, 진로정체감 또한 이전 시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요약하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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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효과를 비교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효과가 진로정체감에 비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기회귀 효과의 안정
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정애와 최웅용(2008)의 연구에서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
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유의하게 증진시켰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하위영역 중 자
기평가 부분만 유의하게 증진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증진시키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진로 상담으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정체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수정되고 변화
하며(박아청, 1993; Tiedeman, & O' Hara, 1963), 진로정체감 또한 진로 발달에서 자신의 흥
미와 가치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을 위한 계획을 인식하고, 직업 목적을 형성하는 지적 과정
단계의 과업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기에(Super, 1963)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 하여
진로정체감 또한 수정되고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물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는 있지만, 자기효능감의 증가란 자신의 신념이 재확신 되
고 정교화 되는 과정으로서 이전에 경험한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의 기초 자원이
되므로(Rueda & Dembo, 1995) 이전에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던 개인일수록
그 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더 잘 유지하고 있었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다른 연구(김사라형선, 2013; 이순옥, 2014) 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정체감의 변화 정도가 비슷하게 나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인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서로의 변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을 통제한 후에도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이 후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
도 이 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준다는 기존의 횡단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며(권경남, 최은희, 2010; 이경선, 2009; 정
점숙 외, 2014; 조명실, 최경숙, 2007; 최송화, 2011),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변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나 진로 지도를 통해 진로정체감 확립 혹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켜준다면 이 후 시점의 다른 변인 또한 성숙시켜 궁극적으로는 진
로성숙의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조명실, 최경숙, 2007; Fuqua et al., 1988)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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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행적 인과성을 발견하기 위해 시점에 따른 두 변인간의 교차지연 효과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교차지연효과는 양방향
모두에서 유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 변인이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 사이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교차지연 회귀계수 크
기(0.261, 0.265)는 양 방향이 비슷하여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하고 두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선행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교차지연 효과의 차이는 시기별 경험에 따른 차이
라 유추 할 수 있는데, 1차 년도의 대학생 상태에서 2차 년도에 졸업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
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뚜렷한 직업 선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을 준비하
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의 교차지연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2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년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0.284)이 2차 년도
의 진로정체감이 3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0.18)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졸업 후 실제 직업을 선택하는 행동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선
행적 인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2차 년도의 졸업 이후 3차 년도에
취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진로선택의 경험을 했기에, 진로 의사결
정 및 진로 결정행동의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배성숙, 노희진, 문소정, 2014; 이
은경, 이혜성, 2002; 정미숙, 2015)이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Brooks, 1990), 직업탐색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Blustein, 1989;
Luzzo, 1993)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박소연(2008)의 연구에서 청년층 직업
진로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자기효능
감은 15-19세보다 20-24세에서, 20-24세보다 24-29세의 연령대에서 더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이는 진로를 결정하고 실천 단계에 들어선 연령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도 2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에 직업을 선택하는 실천 단계
를 거친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미래
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개인의 흥미, 능력, 재능의 발견뿐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와 관련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되기에(Gushue et al., 2006; Holland et
al., 1980), 제한된 진로 탐색 기회를 가졌던 1차 년도 보다 졸업 후 더욱 적극적이고 체험적
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취업 성공경험을 가진 2차 년도에서 경험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더욱 강하게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된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진로 상담 및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성인
진입기 이전 시점부터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개입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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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시사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진로 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서
미아, 2003; 홍향표, 2003; Luzzo, Funk, & Strang, 1996; Luzzo, Hasper, Albert, Bibby, &
Martinelli, 1999; McWhirter, Rasheed, & Crothers, 2000),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
고(김헌수, 장기명, 이난, 2004; 박완성, 2005; 조지영, 천성문, 1999; Schmidt & Callan, 1992),
진로태도 성숙에 효과적이라는(배은경, 2003; Luzzo et al., 1996; Luzzo et al., 1999) 결과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진로상담 및 개
입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시사한다(김민순, 2001; McWhirter et al., 2000). 덧붙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은 개인 상담보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잘 이뤄질 수 있기에
(김은희, 김봉환, 2009)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
램을 제안한다.
둘째, 교차지연 효과로 확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선행성은 대학생 진로 교육 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중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두 변인의 교차지연 효과는 1차에서 2차 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시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시기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 진로정체
감에 대하여 선행적 인과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 이전 시점에서부터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우선적 초점을 두는 진로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주원
(2013)은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 행동 사이에 긍정적 상관은 있었지만, 진로정체감이 독립적
으로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조명실, 최경숙(2007) 연구와도 일
맥상통한다. 또한 배성숙 등(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정체감은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았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제적인 취업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업 전 대학생 시기에 진로 개입으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면 실제 구직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높은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어
성숙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 어딘가에 소속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첫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대학생들에게 이전의 학생 신분일 때와
비교 하면 더 높은 취업 장애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데, 졸업 시기에 높은 취업 장애
를 지각하게 되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고(McWhirter, & Paa, 1999), 이는 이
후의 낮은 진로정체감과 낮은 진로 준비행동(김경미, 백사인, 2011; 김선중, 2004; Luzzo,
1997)으로 이어지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집중 된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진로 교육 개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
다. 표1을 살펴보면, 2차시기의 진로정체감 평균은 1차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하락했고,
3차시기는 2차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에서 하락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2
차시기는 1차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 하였지만 3차시기에는 다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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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고, 실제 직업을 택하여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전반적인 진로정체감의 점수 하락을 가져 온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등학
교 졸업생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통계청, 2014) 대학에 입학 할 때부터 자신
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 한다기보다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 및 전공학과에 진입
하고 있으며(김신정, 문희경, 2005), 대학 진학 후에도 학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용길, 강경희, 2011). 이는 더 높은 취업 스
트레스를 가져와(김명옥, 박영숙, 2012) 결국 조급한 마음으로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도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안정된 직장 혹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김지연, 2016). 이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무와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해 1년 이내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하며(이종찬, 홍아정, 2013),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에서 2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
에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전제척인 진로정체감 혹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고
있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
체감이 주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어 진로준비행동, 진로 성숙과 같은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진로 관련된 변인들 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의 졸업 후 첫 취업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직
접적인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기존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횡단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에서 한층 더 폭넓은 시
각의 연구로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여 진로상담 및 교육의 개입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
질수록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끝
나고 대학교로 진학한 성인 진입기들에게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한다면 더 높
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통한 성숙한 진로발달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이다. Solberg, Good, Fischer, Brown과 Nord(1995)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
보다 진로 효능감 기대를 증진시키는 진로상담이 진로 결정 혹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기에(이상인, 2001) 이른 시기에 향상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정체감은 진로 관련 발달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진입기의 성숙한 진로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횡단 연구결과인 진로정체
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변인이 서로 영향
을 주어 상호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혔다. 또한 대학 졸업 시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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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적 인과성을 밝혀 다양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
을 연 것으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지만 종단 연구의 특성상 남성의 탈락비율이 높아 성비가 동등하게 유지 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은 남학생의 수로 인해 두 변인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남녀 차이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과정이 차이를 보였
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에서 남녀
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선정 시 3차 년도를 기준으로 역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일부 학생들의 2
차 년도 상태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2차 년도 시점에서 졸업자 중
38명의 학생들은 취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39.4%는 응답 시 여전히 구직활동
중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취직한 이들 중 65.8%의 학생이 약사, 간호사, 상담사, 교사 등 특수
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어떤 종류의 직업군 및 특수 학과의 학생들이 더 빠른 취업이
가능했는지 혹은 그 대상들만의 특징이 있는지, 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자아정체감
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는
진로정체감을 단일 구성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직업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다소 다른 개념으
로 MVS(My Vocational Situation)가 복잡한 다차원의 진로정체감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Vondracek, 1992). 따라서 이 후 연구에서는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모델
에 근거해 진로정체감을 4단계로 나누어 측정하고,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진로
정체감과 진로결정 효능감 사이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 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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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Emerging Adulthood from
University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Jiwon Bang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from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This study used 125
students who were seniors at 1st data collection, 112 who graduated at 2nd data collection period,
and 137 who got employed or went to a graduate school at 3rd data collection.
This study used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rom) and
VIS(Vocational Identity Scale) for measuring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For data analysis, ARCLM(Autorege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The results were as below: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were significantly stable over time. 2)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predicted subsequent career identity and career identity predicted
subsequ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o. Thus, we can se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As the cross-lagged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identity from T2 to T3 was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times, to focu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round university graduation
period for the career intervention could be more effective.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First vocational choice,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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