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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career education program applying cooperative learning structures 
(Kagan, 1993, 1995, 1997), and tested its effect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Sixth grade students of 2 classes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nd 14 sessions of the program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8 
weeks. Career development test(Lee, 2005)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tudents in both groups were retested 3 months after the post-test to test continuing 
effects of the program. Score tendencies and their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of children in 3 career development areas - self-awarenes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and career planing - were tes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development of 3 areas of self-awarenes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and career planing were consistently increasing along the experimental 
sequence in experimental group, while the development of 3 areas showed no changes or 
declining tendencies in control group. Self-awareness and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did not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Meanwhile, the career plain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post-test, meaning that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with cooperative structure 
has positive effects on the career planing in 6th grade students.

Key Words : Cooperative learning structures, Career development, Self-awarenes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Career plann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6, khlee@pknu.ac.kr

Ⅰ. 서 론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이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

신의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며 새로운 직

업 기회와 개인 목표를 계속 평가하는 과정을 의

미한다. 진로성숙의 개념과 구분하여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진로발달의 개념에는 여러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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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되어 있다.

개인의 진로발달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때부터 성인기에 이르

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Herr & Cramer, 

1996), 단순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예정된 방향

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학교에서와 같은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 상호작용

을 통해 발달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 또한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과

업과 연결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의 진

로발달 양상과 진로발달의 과업에도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진로발달의 궤도는 순차적, 순환적 과

정을 거치는데, 즉 아동기에는 진로를 인식하고 

청소년기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성인기에 진로를 

계획하는 식이 아니라, 진로인식과 탐색, 계획이 

각 발달단계 내에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순환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

를 포함한 아동기부터 진로발달을 위해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그러한 상호

작용의 일환으로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8)에서는 “21

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

고,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을 표방

하고 있다. 또한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도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으로 명

시되어 있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도 진로교육

의 기본방향과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선의 많은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서

병석, 1996), 예전에 비해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었

으나 여전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동선, 

2003)는 비판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급별로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방안이 마련되고 적극 실천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한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의 급격

한 변화와 더불어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

났으며, 협동학습의 확산이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교사위주

의 일제식 수업이 갖는 학생의 수동적 또는 비참

여적 현상이나 이것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소집

단학습의 무임승차효과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협

동학습’이 등장하였다(원새연, 2001). 협동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기위한 방법으로,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 볼 때(변영계, 김광휘, 1999), 협동

학습방법이 진로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협동학습 모둠의 구성원

들이 서로 격려하고 조력하는 것은 진로발달의 

기본 요소인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시적 상호작용(simultaneous interaction)

의 협동학습 원리는 동등한 참여를 위해 순차적

으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동시에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별도의 진로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현행 교육과정 운영

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간적 효율성이란 측면

에서 의미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

적 책임(individual accountability) 원리는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임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으로

서,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고 계획하는 발달적 과

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책임의식

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과 일

맥상통 한다. 마지막으로 동등한 참여(equal 

participation)의 원리는 전통적 교실에서처럼 일

부 우수한 아동이나 적극적인 아동들만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모든 구성원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외

부로부터 지식이나 기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진로’라는 주제에서는 누구나 동

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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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적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박정옥, 2000; 송

현숙, 2001; 임채수, 2001; 한상석, 2001)뿐 아니

라, 친사회적 도덕판단이나 사회적 행동, 교우관

계 등의 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그 효과를 검

증한 연구들(나연희, 2001; 신봉희, 2000; 원새연, 

2001; 전선아, 2001)이 다수 발표된 바 있으나, 진

로발달과 관련하여 협동학습의 방법, 특히 협동

학습구조를 진로교육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이 평생 진로발달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도

모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협

동학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바탕

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즉 자아인식, 

학업 및 직업탐색, 진로계획의 발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해 봄

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 로그램의 개발의 기

본 연구자들은 아동기 진로발달의 특성과 진로

발달의 과업, 진로교육의 방법으로서의 협동학습

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의 진로발달을 위한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아동기 진로발달의 특성과 과업

Crites(1978)가 제시한 개념에 비추어볼 때, 진

로성숙(career maturity)은 진로선택의 준비도에 

대한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성숙의 개념은 몇 가지 차

원에서 진로발달과 구분되며, 특히 초등학생 진

로발달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를테면 발달에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학습 과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만, 성숙은 유기체가 시간에 따른 내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유기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발달을 설명하기에는 그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Leong과 Barak(2001)이 지

적한 바처럼, 구체적인 교육 및 직업 선택을 위

한 준비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진로

성숙의 개념은 주 대상을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

로 삼고 있으므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기에 

적용하는데 있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철영(1999)과 이종범(2005)의 

개념 정의를 빌어, 초등학생 진로발달을 ‘초등학

교시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의 발달과정으로 자신과 일의 세계에 관

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진로인식․탐색․계획과 

관련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

면서, 아동기 진로발달의 두 가지 주요 특성에 

기초하여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하였다. 먼저, 아동기의 진로발달

은 다양한 속성들을 지닌 다면적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진로발달은 총체적이고 미분화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분화되어 가는 

것으로, 개인이 점차적으로 성숙되고 자신이 접

하고 있는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증가

함에 따라 다면적으로 구조화되는 특성을 지닌

다. 아동기의 진로발달은 또한 위계적으로 진행

된다. 진로발달의 하위요인들, 즉 진로인식, 진로

탐색, 진로계획 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해 가면서 전체적인 발달의 양상도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진로발달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

가적 차원에서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진로발

달과업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로 미국(National Occup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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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1996)과 

캐나다(National Life/Work Centre, 2000), 호주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2003)를 들 수 있다. 

미국은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1996)에서 국가수준 진

로발달 지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진로발달 영역은 크게 자아인식, 학업 및 직업탐

색, 진로계획으로 구분된다. 초등학생의 단계에서

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중요성 인식, 대인관계의 

중요성 인식, 성장과 변화의 중요성 인식, 학업성

취의 이점에 대한 인식, 일과 학습간의 관계 인

식, 진로정보의 기본적 이해와 활용,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개인의 책무, 다양한 진로기회 

간의 상호관계성 인식, 일과 직업의 사회적 기능

에 대한 인식,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법의 이해, 

생애역할과 진로와의 관계 인식, 성 역할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인식, 진로계획과정에 

대한 인식의 12개 진로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캐나다의 National Life/Work Centre(2000)에서

는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포괄적인 진로지도 프로

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수준 진로발달 지침

을 설정하고, 진로발달 영역을 크게 개인관리, 학

습과 일 탐색, 삶과 일에 대한 설계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1개의 진로발달과업

을 제안하고 있는데, 즉 긍정적 자기 이미지 설

정, 삶과 관련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설정 능

력 개발, 기회와 성장에 대한 인식,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삶과 일에 대한 정보의 이해, 일과 

개인, 지역사회의 관계 인식, 일에 대한 효과적 

전략 탐색, 생애역할간의 관계 인식, 삶과 일에서

의 성역할 및 특성 인식, 삶과 일에 대한 설계과

정 인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호주는 연방정부의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2003)에서 캐나다의 국가수

준 진로발달 지침을 토대로 진로발달의 청사진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을 개발․제시하였는데, 캐나다와 유사하게 개인관

리, 학습과 일에 대한 탐색, 진로설계의 진로발달

의 세 영역 하에 11개의 진로발달과업을 제안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충기(2000)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행복하고 생산적인 개인으로 사회에 봉사

하고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적성

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가꾸

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

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

하는데 두고, 이러한 진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는 자아의 이해, 일의 세

계,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의사결

정 능력, 인간관계 기술,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

면, 일과 직업의 교육적 측면 이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언과 정유경, 상경아

(2001)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진로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진로발달의 

영역으로 자아이해, 일과 직업세계,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일과 학습, 진로계획 등

을 설정하였고,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으로는 

자아의 주요특성의 인식과 계발, 다양한 일과 직

업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경험,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의 이해, 학업성취가 직업생활에 

주는 이점 인식, 진로목표 설정의 중요성 인식 

등을 포함하여 15개의 진로발달과업을 제안하였

다.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은 

크게 자아인식, 개인관리, 자아관리와 같이 자신

의 이해관련 영역, 학업과 직업 또는 일에 대한 

탐색관련 영역, 삶과 일에 대한 설계 또는 진로

계획관련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발달과업이 체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세 영역과 발달과업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은 초등학생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을 3개 영역, 즉 자아인식(self-awareness), 학업 

및 직업 탐색(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진로계획(career planing)으로 구분

하고 10개의 발달과업, 즉 자기이해, 자신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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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 인식, 대인관계의 중요성 인식, 일과 

자신 및 사회와의 관계 이해, 진로정보 이해와 

활용, 교과와 진로의 관계 이해, 일에 대한 긍정

적 태도 형성, 의사결정과정의 이해, 생애역할과 

진로와의 관계 인식, 진로계획과정의 이해를 발

달과업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활

동들을 구안하였다(<표 1> 참조).

2. 동학습구조

학습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또는 

명확하게 할당된 학습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내에

서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수업방법(Cohen, 

1994;  Slavin, 1987)으로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인의 책임성, 동시적 상호작용성과 같은 원리

에 기초한다. 

Kagan은 그의 저서 ‘Copperative learning 

(1993)'과 이후 동료들과 공저한 'Cooperative 

Structures for Classbuilding (1995)’, 그리고 

'Copperative Structures for Teambuilding 

(1997)' 등을 통해 실제로 교실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즉 ‘구조중심의 협동학

습’을 제시하였다. 그는 수업활동이 학습 내용과 

구조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면서, 이 때의 학

습구조가 ’어떻게(HOW)'와 관련된 것으로 교사

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틀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Kagan이 제안한 구조중

심 협동학습은 학급의 인원수, 교과목, 학년에 구

애됨이 없이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어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그 활용도가 

높다. 그가 제시한 협동학습구조의 종류는 그 기

능에 따라 ‘모둠 세우기’, ‘학급 세우기’, ‘암기 숙

달’, ‘사고력 신장‘, ‘정보 교환’, ‘의사소통하기’ 

등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

용이 용이하면서, 진로에 대한 생산적․반성적 사

고, 분석적 사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고력 

신장의 구조들과 정보교환의 구조, 그리고 의사

소통기술 향상 구조에 해당하는 협동학습구조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즉 사고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동학습구

조로서는 ‘모둠협의’, ‘브레인스토밍’, ‘생각-쓰기-

비교’ 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고, 정보교환을 위

한 협동학습구조의 예로는 ‘3단계 인터뷰’, ‘돌아

가며 말하기’와 같은 구조가 채택되었다. 또한 

‘이끔말 카드’, ‘칭찬카드’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

의 협동학습구조도 포함하였으며,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거나 직업의 현장을 탐방하는 활동에서는 

과제분담학습과 집단탐구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

기도 하였다. 

3. 로그램의 목표  내용

이상의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로

그램은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기본목적을 두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

다.

첫째, 자신,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초등학생의 자아인식의 발달을 도모한다. 

둘째, 일과 학습, 진로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정보 활용을 통해 초등학생의 학업 및 진로

탐색의 발달을 도모한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진로계획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초등학생의 진로

계획의 발달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에 따른 프

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협동학습구조를 회기별로 

요약하면 <표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실험 참가자  설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D초등학교 6학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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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역

발달
과업

회기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 내용 동학습구조

자아

인식

자기

(특성) 이해

․

자신과 타인의 

요성 인식

․

인

계 의 요성 

인식

1

가장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을 탐색하고 자신을 사랑

하는 마음을 갖는다.

․좋아하는 것 탐색

․좋아하는 것과 이유 

․느낌 나 기

3단계 인터뷰, 

돌아가며 쓰기, 

칭찬카드

2

만화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탐색함으로써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 

개방의 경험을 갖는다.

․과거의 나 탐색하기
․ 재의 나 탐색하기
․미래의 나 상상하기
․과거, 재, 미래의 비교  수용하기

생각-쓰기-비교, 

칭찬카드

3

나에 

한 

보고서

자신의 성격과 장 을 발

견하여 자신감을 회복한

다.

․종이가방 안쪽에 자기 표 하기

․겉면에는 친구들이 자신을 표 하

는 표 , 그림 등 붙이기

․친구의 장  써주기

돌아가며 

말하기, 

칭찬카드

4

미래의 

명함 

만들기

미래 자신의 직업을 상상

하여 명함을 꾸미며 자신

의 꿈을 표 한다.

․자신의 미래 명함 꾸미기

․자기소개  질문하기

3단계 인터뷰, 

칭찬카드

5
이럴 땐 

이 게

다른 사람과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올바른 인 

계를 맺을 수 있다.

․문제 상황 제시

․모듬별 해결책 역할극으로 제시 

모둠 의, 

인스토 , 

이끔말 카드

학업

직업

탐색

일과 자신  

사회와의

계

이해

․

진로

정보 이해와 

활용

․

교과와

진로의 계

이해

․

일에

한 정  

태도 형성

6

직업에도 

이웃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여 

유사한 직업별로 묶으며 

직업 세계를 이해한다.

․다양한 직업 탐색하기

․직업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분야별 직업 소개 책 만들기

과제분담학습, 

칭찬카드

7
자랑스러

운 얼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들의 사례를 통해 나의 일

과 직업에 해 생각한다.

․분야별 자랑스러운 얼굴 조사하기

․모둠별 토의하기

자율  

동학습, 

칭찬카드

8

교과와 

련되는 

직업

교과와 련되는 직업의 

종류를 알고, 좋아하는 교

과를 꾸 히 공부하는 태

도를 가진다.

․좋아하는 교과와 련된 직업 토

의하기

․미래에 원하는 직업과 이유를 이

야기하기

모둠 의, 

돌아가며 

말하기, 이끔말 

카드

9
직업 장 

탐방

직업 장을 견학함으로써 

일의 소 함과 진로인식능

력을 높일 수 있다.

․직업 장 탐방하기

․정보 정리  각오하기 
집단 탐구

10

세상에 

이런 

일이

사회에 피해를 끼친 직업인

의 를 통해 직업인이 가

져야 할 윤리의식을 안다.

․사회에 피해를 끼친 직업인 조사하기

․역할극하기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인은?

모둠 의, 

돌아가며 쓰기, 

이끔말 카드

진로

계획

의사

결정

과정의

이해

․

생애

역할과 

진로와의 계 

인식

․

진로

계획

과정의

이해

11
합리 인 

의사결정

개인의 의사결정과 집단의 

의사결정을 비교하여 하나

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과

정을 통해 합리 인 단

을 할 수 있다.

․문제 상황 제시하기

․개인의 의사결정하기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 인 

단하기

극 으로 

우선순  

정하기

12
어떻게 

할까요?

친구에게 옳지 못한 일을 

강요받았을 때 명하게 

거 할 수 있다.

․문제 상황 제시하기

․여러 가지 안 모색하기

․역할극하기

발표카드, 

극 으로 

우선순  정하기

13
나의 

진로성찰

재 나의 수 과 내가 꿈

꾸는 미래 진로에서 요구

하는 지  능력에 해 성

찰한다. 

․나에게 합한 직업 고르기

․내 꿈을 이루는데 방해요소와 

처방안 찾기

생각-쓰기-비교, 

이끔말 카드

14
나의 꿈 

연 표

단계별로 자신의 꿈 연

기를 작성하여 자신의 능

력을 꾸 히 계발할 수 있

는 의지를 가진다. 

․5년,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 

모습 설계하기

․서로의 생각 비교  실천의지 다

지기

생각-짝-모둠, 

3단계인터뷰, 

칭찬카드, 

이끔말 카드

<표 1> 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 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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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을 임의 선정하여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으로 구분하고, 사전사후 통제집단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하

였다. 실험 참가자의 성별 현황 및 설계모형은 

다음 <표2>, [그림 1]과 같다.

성
집단 남학생 여학생 계

통제 17 14 31(50.8%)

실험 16 14 30(49.2%)

계 33(54.1%) 28(45.9%) 61(100%)

<표 2> 연구 상 황 

통제집단 O1 O3 O5

실험집단 O2 X O4 O6

O1, O2 : 사 검사(진로발달 검사)  
O3, O4 : 사후검사(진로발달 검사)

O5, O6 : 지속효과검사(진로발달 검사)    
X : 동학습구조 진로교육 로그램

[그림 1] 실험설계

2. 검사도구  연구 차

가.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종범(2005)이 개발한 ‘초등학

생용 진로발달검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지속효과를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자아인

식(10개 문항), 학업 및 직업탐색(13개 문항), 진

로계획(18개 문항)의 3개 영역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평정척도형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검사영역별 문항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a)는 자아인식 영역이 .78, 학업 및 

직업탐색 영역은 .86, 진로계획 영역은 .86으로, 

그리고 전체 진로발달 검사문항은 .92로 나타나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연구절차

연구자들은 국가수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

용을 분석하고, 아동기 진로발달의 특성과 발달

과업, 협동학습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근거

하여, 14회기의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진로상담 전문가의 자문

을 얻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예비검사 

및 실험 참가자를 임의표집 하였다(2007. 4. - 

2007. 8). 그리고 실험에 앞서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초등

학생용 진로발달 검사의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진

로발달 검사의 적절성 및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

하였다(2007. 9. 21). 

예비검사 이후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선

정하여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치하였으

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발달 수준을 확

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2007. 9. 

28). 사전검사 이후 실험집단에게는 재량활동 시

간을 이용하여 8주 동안 매주 1-2회씩 총 14회기

(회기당 약 40분 소요)에 걸쳐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교사의 계획에 따라 재량활동을 운영하였다(2007. 

10 - 2007.  11). 프로그램 처치가 종료된 후 진

로발달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2007년. 12. 5), 

프로그램 처치의 지속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

험 처치가 끝난 후 약 3개월 후에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에게 진로발달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2008. 2. 13).

실험 결과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사전과 사

후, 지속효과 측정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통제 및 

실험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12.0 통계프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점수 경향과 집단간 차

이를 검증한 결과를 전체 진로발달의 차원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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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집단(n) M SD t

사 검사
통제(31) 3.43 .48

1.79
실험(30) 3.19 .57

사후검사
통제(31) 3.60 .40

.74
실험(30) 3.51 .48

지속효과

검사

통제(31) 3.40 .41
-2.59*

실험(30) 3.66 .38

* p<.05

<표 4>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자아인식 발달

의 차이검증

시기 집단(n) M SD t

사 검사
통제(31) 3.29 .52

1.14
실험(30) 3.15 .49

사후검사
통제(31) 3.31 .49

-1.12
실험(30) 3.45 .46

지속효과

검사

통제(31) 3.24 .43
-3.20**

실험(30) 3.56 .35

** p<.01

<표 3>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진로발달의 차

이검증 

[그림 2] 진로발달의 수 변화 [그림 3] 자아인식 발달의 수 변화

영역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진로발달의 집단 간 차이

진로발달의 점수 경향성을 살펴보면([그림 2] 

참조), 통제집단이 사후검사에서 약간의 상승을 

보이다가 지속효과 검사에서는 하락하는데 비해,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처치 이전에서 지속효과까

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

집단과 실험집단 간 진로발달 측정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3> 참조), 프로그램 처

치 이전의 검사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의 평균

보다 높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프로그

램 처치 이후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이 통제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프로그

램 처치 약 3개월 이후 실시한 지속효과 검사에

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평균이 높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며, 프

로그램의 지속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발달 하 역별 집단 간 차이

가. 자아인식 발달의 집단 간 차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자아인식 발달의 점수 

경향성을 보면([그림 3] 참조), 통제집단은 사후검

사에서 약간의 상승을 보이다가 지속효과 검사에

서 하락하는데 비해,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처치 

이후 지속효과 검사에서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자아인식 점수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4> 참조), 사전과 사후

검사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의 평균보다 높았

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

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가 사전과 비

교해 보았을 때 사후검사에서는 감소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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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집단(n) M SD t

사 검사
통제(31) 3.25 .60

1.43
실험(30) 3.01 .72

사후검사
통제(31) 3.25 .65

-.88
실험(30) 3.38 .56

지속효과

검사

통제(31) 3.23 .53
-1.83

실험(30) 3.45 .43

<표 5>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학업  직업탐

색 발달의 차이검증
시기 집단(n) M SD t

사 검사
통제(31) 3.20 .64

-.30
실험(30) 3.24 .50

사후검사
통제(31) 3.09 .65

-2.30
*

실험(30) 3.45 .59

지속효과

검사

통제(31) 3.08 .53
-3.65**

실험(30) 3.56 .49

* p<.05, ** p<.01

<표 6>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진로계획 발달

의 차이검증 

[그림 4] 학업  직업탐색 발달의 수 변화

[그림 5] 진로계획 발달의 수 변화

수 있다. 지속효과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동학습

구조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의 하위영역 중 자아인식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

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의 지속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학업 및 직업탐색 발달의 집단 간 차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학업 및 직업탐색 발

달의 점수 경향성을 보면([그림 4] 참조), 통제집

단은 사후검사에서 변화가 없다가 지속효과 검사

에서 약간 하락하는데 비해, 실험집단은 프로그

램 처치 이후 지속효과 검사에서도 계속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학업 및 직업탐색 발달의 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

과(<표5> 참조), 사전검사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

단의 평균보다 높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사후검사와 지속효과검

사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평균점수

가 높았으나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 즉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로그

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학업 

및 직업탐색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지

만, 프로그램 처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진로계획 발달의 집단 간 차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진로계획 발달의 점수 

경향성을 보면([그림 5] 참조), 통제집단은 사후검

사에서 하락하고 지속효과 검사에서 하락하는 경

향을 나타낸데 비해,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처치 

이후 상승하고 지속효과 검사에서도 상승하는 경

향을 보였다. 한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진로

계획 발달의 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6> 참

조),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

이 약간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사후검사와 지속효과검사에서는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는 더욱 커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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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협동학습구

조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진로계획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

며,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통제집단설계

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

램 처치를 받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진로발달의 하위영역 

중 진로계획의 발달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진로자아효능감이

나 진로성숙도, 진로인식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했던 선행연구들(강영숙, 2002; 곽광선, 2004; 

박희자, 2004; 신선기, 2005; 이봉순, 2001; 이현

림, 최남옥, 류진영, 2007)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본다면, 초등학생 시기에 실시되는 체계적인 진

로교육은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효과적이며, 협

동학습구조의 활용 또한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방

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

다. 연구결과 및 결론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진

로교육 운영 방향과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발달 영역 중 진로계획은 자기 자신

과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교육적인 그

리고 직업적 선택의 과정으로서(Niles & 

Harris-Bowlsbey, 2002), 합리적인 진로계획과 의

사결정은 개인의 진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자기 인식 및 진로 탐

색에서 얻은 기초 소양과 지식을 토대로 수립하

는 진로계획은 이후의 진로발달 과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일련의 진로계획은 수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 개입에 따른 진로계획의 

긍정적인 발달적 변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지속적이고도 순환적으로 진로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적 상호작용의 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각 학년 각 

교과에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이 있는 단원의 목

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추출하여 실시하도록 권장

되고 있다(이영대, 2002). 그러나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적인 진로관련 내

용 요소를 살펴보면, 6학년의 실과 교과에서 일

과 직업세계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으로(최동선, 2003), 진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에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진로교육으로 연결시키

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행 학교수업의 상황

에서 교과를 통해 진로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한다면 탈교과적 또는 범교과적 접근이 필요하

다고 본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재량활

동 시간이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68시간으로 편

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재량활동 시간을 진로교

육을 위한 정규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운영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량활동 시간

을 정규적인 진로교육 시간으로 활용하여 체계적

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진로발달 과

업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

해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등의 특별활동

과 적극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

상으로 진로발달의 영역과 발달의 과업을 설정하

고, 협동학습구조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후속적으로는 협동학습구조의 진로교육프

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여러 연령층 및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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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맥락 속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실시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수

집하여 질적 분석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진로발달의 하위영역들 중 진로계획

의 발달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는 명확한 반

면에 자아인식의 발달이나 학업 및 직업탐색 영

역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단기적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바, 이후에는 진로발달의 

하위영역별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보다 세부적

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후속적 

작업을 통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협동학

습구조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수정되

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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