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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성과 진로인식, 직업포부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 직업포부에 미치는 창의적 인성과 진로인식의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창의

적 인성과 진로인식, 직업포부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인성은 진로인식과 직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인성을 독립

변인으로, 직업포부를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진로인식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변인간의 관계모

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변인간의 관계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창의적 인성, 진로인식, 직업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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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진로발달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입

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

히 직업세계가 급변하여 예측이 어려운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진로준비와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

이 미래에 선택하게 될 직업에 대해 인식을

확장시키고 확신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잠재력

실현의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학생들을 조력하는 것은 진로지도

및 상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임

경희, 2004).

국내외로 진로발달과 직업활동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 성인을 위주로 진

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직업적 역할이 어떻게 수행하기 되는지를 보

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기

도 하고(Goldstein & Oldham, 1979), 아동을 일

과 노동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이후의 시기에

서 부여될 책무와 과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두

고자하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Zinnecker, 1995). 모순되게도 발달의 기반

이 되고 성장의 방향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발

달이론과 과학적 탐구는 아동기를 강조하면서

도 직업심리에서는 청소년기과 초기 성인기를

강조하고 있다(Hartung, Porfei, & Vondracek,

2005). 국내의 진로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조

항, 김계현, 이자명(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진

로 및 직업상담 연구의 대상이 주로 대학생

(46.4%), 고등학생(20.5%), 성인(15.6%)으로 하

고 있고 중학생이 9.2%, 초등학생이 8.3%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진학지도 위주로 진로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창, 2000). 진로 교육과 상담에 대한

연구와 초등학생 진로발달 맥락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

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며 진

로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로선택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자신

감을 가지는 것 등과 같은 발달과업을 수행하

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학생 진로발달

에서 호기심, 환상, 직업적 선호경향, 직업포

부, 진로인식 등의 개념은 중요한 것으로 보

고 있다(이종범, 2005). 특히, 환상과 놀이는

아동기의 진로발달뿐 아니라 이후 생애 전반

에 영향을 주는 경험이 된다(Porfeli, Hartung, &

Vondracek, 2008). 아동기의 경험을 통한 자신

과 주변에 대한 창의적 시각, 인식과 이해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때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

기보다 습득된 지식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다루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Sternberg & Lubart,

1996). 결국 아동의 진로발달을 위한 자기탐색

과 직업세계 이해에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과

함께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에게는 변화의 주체로서 현재를 이해하

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현재와 미래사

회에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와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창의적 능력은 개

인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으므로 개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Davis, 1986). 특히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문

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개방하며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는 해

결책을 찾아낸다. 따라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

들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로 미결정 상태

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정은이, 2007).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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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

을 탐색,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계발시켜 바

람직한 진로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환상과 공상,

호기심 등은 창의적 성향으로 진로발달모델

(Porfeli et al., 2008; Savickas, 2002; Super, 1990,

1994)에서 아동의 진로 인식과 발달을 촉진하

게 된다.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최인수, 1998)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

고 있는 창의성의 정의는 ‘새롭고(novel) 적절

한(appropriate)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임규혁, 임웅, 2007; Hennessey &

Amabile, 1988; Ochse, 1990; Perkins, 1988). 창의

성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에 관한 개관 연구

(Barron & Harrington, 1981)에서는 창의성의 발

현을 위해 필요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핵심적

인 성격 특성을 심미적 특성에 관한 관심, 폭

넓은 흥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집착, 높은 에

너지, 판단의 독립성, 자율성, 통찰력, 자신감,

개방성 등으로 요약하였다. 또 다른 성격 특

성 연구(Sternberg & Lubart, 1991)에서는 성격

특성의 목록에서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인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기꺼이 모

험하려는 정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

등 다섯 가지 특성은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창의적인 사람들

은 독립성, 자신감, 모험심, 개방성 등의 어떤

특정적 성격이나 태도들을 가지고 있음을 밝

힌 연구들(Amabile, 1983; Dudek & Hall, 1991;

Eysenck, 1993; Gough, 1979; MacKinnon, 1962)

도 있다. 창의적 성격요인을 밝히는 국내 연

구들로 하주현(1999, 2000)의 연구에서는 창의

적 인성을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

과 관심을 가지려는 성향(호기심), 자신의 창

의적 능력과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

려는 성향(자기확신), 가상의 상황을 즐기려는

성향(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제를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인내/집착),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 평가에 개의치 않고 혼자서 일을 하려는

성향(독립성), 실패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성향(모험심), 새로운 경험

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개방성),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많이 생성하려

는 성향(유머감)으로 보았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인

성을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 즐거움, 자

기확신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독립적

이며 모험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아동기 진로 발달 모델로서 Super의 개인-환

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로성숙 기초모델

(1990, 1994; Savickas, 2002)에 따르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는 호기심이 진로발달의 시작임

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사물,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개념에 노출 될 때 보이는 호기

심은 탐색활동을 유도하고 탐색활동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습득을 이끌어내어

직업흥미의 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도달하도

록 돕는다(Jordaan, 1963). 환상과 공상 역시 아

동의 진로발달과정에서 논의되어 온 시발점이

다. Sharf(2010)는 어린 아동기 때 공상과 호기

심이 중요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촉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인성은 이러

한 호기심, 모험심, 상상, 개방성 등을 내용으

로 하므로 창의적 인성 또한 아동의 진로발달

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적 인성이 아동기의 진로 발달과 연관

됨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인성은 주로 학업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고 아동의 진로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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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은

삶의 적응력과 관련이 깊어 문제에 훨씬 더

잘 대처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Richards, 1999)고 하며 심리․사회적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정은이, 2003) 일상적인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

며 문제 중심 및 정서 중심 대처를 더 많이

한다(정은이, 박용한, 2004). 따라서 창의적 인

성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사회적으로 더 잘 적

응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쳤

을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이다(정은이, 2007). 박보경과 이종승(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 성격유형인 실재형과

탐구형과 창의성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인수, 이현주, 이화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창의적 성격은 6가지 직업성격 유형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그 중 예술형과 상관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형, 탐구형

순이었다. 또한 창의적 인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으며(임효신,

2010) 창의적 인성과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상

관을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생이 고등

학생보다 더 높았다(윤지윤, 2010). 따라서 창

의적 인성은 아동의 진로성숙과 진로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창의적 인성

은 초등학생들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

식을 확장시키고 적절한 직업포부를 가지게

함으로써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로발달과정은 진로 인식(awareness), 탐색

(exploration), 준비(preparation), 동화(assimilation)

단계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Brolin, 1995) 초등

학교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진로인식의

단계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85). 진로인식은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발달과정이다(Dorr

& Lesser, 1980; Fadale, 1973, 1975). 김충기

(1995)에 의하면,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진로발

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

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를 확장하면서 기초적인 진로선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로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직업과

직업 관련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10세

또는 11세에 발달하며(McGee & Stockard, 1991)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Dorr & Lesser, 1980;

Gunn, 1964; Hill, 1969; Nelson, 1963)으로 알려

져 있다(Hartung et al., 2005). 아동발달 분야의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일에 대한 기대,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 초등

학교 4, 5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 및 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6학년부터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이현림, 이난희, 이영옥, 2006). 그

러므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진로인

식 단계인 초등학교부터 조기개입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은 가정적 변인과 연관이

있으며(박영덕, 2004, 오숙희, 2003) 진로인식

에 따라 자아개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김임자, 2004)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보다는

높은 아동이 진로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보호자가 고학년이고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높

을수록, 자녀의 장래 진로 문제에 더 많은 관

심을 보이는 것(김미정, 2006)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

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 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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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신호, 조붕환, 김옥환, 임경희,

2002; 김장회, 김계현, 2009; 이영대, 2001). 이

는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 학생들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

에 대한 탐색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조붕환, 2011). 또한 진로교육

은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진로지도를 통

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계

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때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초등교육에서부터 각 발달단계에 적

절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이 정립될 것이다(박옥

선, 2001). 반대로 초등학교시기에 진로발달에

관한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거나 진로

발달이 왜곡되면 다음 단계의 진로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아동

의 진로인식은 직업포부의 형성에 영향을 주

어 이후의 진로발달을 이끌며 진로선택과 결

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진로인식의 확대는 구체적인 직업선택에

대한 기대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Gottfredson(1981)은 진로인식의 발달단계를 포

함하는 직업포부발달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직업포부는 개인이 특정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희망직업

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서 개인의 자아개념,

직업에 대한 이미지, 직업의 접근가능성, 선호

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양난미, 이은경, 2008). 아동의 진로인

식은 직업포부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진로발달을 이끌며 진로선택과 결정으로 이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진로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김

경주(2009)는 진로포부가 갖는 중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진로포부는 개

인이 가장 적합한 직업적 대안으로 여기는 희

망 직업 또는 이에 따른 직업지위, 즉 직업포

부를 의미하고, 둘째 진로포부는 직업포부와

교육포부를 포함한다. 셋째, 진로포부는 직업

선택과 더불어 그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갖게 되는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승진, 리더십, 전문가가 되고자하는 신

념의 총합이다.

직업포부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점차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Gottfredson(1981)은 직업포부의 발달단계로 힘

과 크기 지향 단계, 성역할 지향 단계, 사회적

가치 지향 단계, 내적 자아 지향 단계를 거치

며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시기인

9-13세는 사회적 가치지향 단계로 이 시기에

는 사회적 계층과 능력과 같은 추상적 자아개

념을 발달시키며 직업의 사회적 계층과 위신

의 수준을 인식하게 되며, 보다 현실적인 직

업포부를 형성하게 되어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양난미, 이은경, 2008).

결국 직업포부는 아동이 획득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잠정적으로 희망하는 직업으로 볼

수 있다.

진로발달연구에서 직업적 ‘포부’는 이상적

진로목표에 대한 표현으로 간주되며 현실적

혹은 가능한 진로목표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기대’와는 구분하고 있다(Rojewski, 2005). 포부

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Reynolds,

Stewart, MacDonald, & Sischo, 2006), 높은 포부

수준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높은 지위의 직업

으로 입직할 기회를 더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Schoon & Parsons, 2002). 그 이유는 낮은

포부수준을 가진 또래들은 높은 지위의 직업

에 입직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경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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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추구하기 때문이다. 직업포부는 이후의 직

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직업흥미

검사보다는 직업성취를 더 예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oon & Parsons, 2002).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장래 진로계획을 세

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진로선택

을 명료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진로발달과 직

업성공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됨으로(O’Brien,

Gray, Touraadi, & Eigenbrode, 1996) 중요성을

지닌다. 진로발달과정에서 직업포부의 습득과

유지는 최종적인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연결하

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포부 및 기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과 부합하려는 경향을 보이

고 환경에 따른 기회 및 장애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아동의 직업포부는 학령

기 동안 어느 정도 안정성을 나타내는데(임은

경, 2000; Trice, 1991; Trice & King, 1991), 직업

포부의 안정성은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

하고(정행옥, 2005) 직업에 대한 선호 정도와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포부의 다양성과 범위 또한 연령에 따라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Sandberg, Ehrhardt,

Ince, & Meyer-Bahlburg, 1991). 진로발달과 관련

하여 일반적으로 8～9세부터 점차적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현실성이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선택의 현실성과 결정성이 증

가하게 되는데(채유경, 2003; Kelso, 1977), 이는

8～11세 아동의 직업흥미의 현실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증가와 직업포부사이의

연관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진로포부의 형성과 발달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의 성별(유미숙,

1984), 부모의 직업(Trice & Knapp, 1992), 부모

의 양육태도(Roe & Lunneborg, 1990) 등이 초등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

Super(1990, 1994)의 개인-환경간의 상호작용

에 관한 진로성숙 기초모델에 따르면 호기심

이라는 기본 욕구에 의해 다양한 탐색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탐색행동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

여 직업에 대한 흥미와 포부, 계획을 갖게 한

다고 주장한다(Savickas, 2002). 따라서 아동의

창의적 인성은 이들의 진로인식을 확장시켜

직업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호기심으로 시작된 탐색활동을

통해 아동은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 직업세

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자아개념과

계획능력, 시간조망능력을 획득하여 진로선택

을 준비하게 된다(Sharf, 2010). 아동의 진로인

식은 호기심과 공상을 시작된 진로발달과정을

좀 더 구체적인 직업흥미와 기대를 갖도록 하

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인식은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형성되는 진

로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기 이후 진

로발달의 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동의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특

성인 호기심, 공상, 개방성 등을 내포하는 창

의적 인성과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과 직업

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진로인식간의 관계 그

리고 아동이 잠정적이나 현 시점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고 희망하는 직업포부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 진로인

식, 직업포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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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인간 가설 모형

둘째,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 진로인식, 직

업포부는 어떤 구조적 관계에 있는가? 변인간

가설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아동의 진로발

달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고 개발하는 연구

및 진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충청남도에 소재 초

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322명(남학생 150

명, 여학생 172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4학년 101명, 5학년 104명, 6학년 117

명이며 평균 연령은 11.90(표준편차=.90)이다.

측정도구

가) 창의적 인성 검사

아동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창의적 인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주현(2000)이 개발한 창

의적 인성검사(CPS: Creative Personality Scale-

Revised)를 사용하였다. 창의적 인성검사는 기

존의 창의적 인성검사들과 창의적 인성과 관

련된 이론과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하여 창의

적 인성 특성요인으로 호기심, 자기확신, 상상,

인내/집착,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 유머감으

로 모두 8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검사는

원래 42개로 개발되었으나 개발자(하주현,

2000)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근거로 30개 문항

을 추천한 바, 본 연구에서는 30개의 문항으

로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

로 나타났다.

나) 진로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2008)에서 개

발한 진로인식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인식

검사는 진로인식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부주의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적 바

람직성 척도와 부주의성 척도는 개별 피검자

의 수검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인식 척도만 사용하였다. 진

로인식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자기이해(자기탐

색, 의사결정성향, 대인관계성향), 직업세계인

식(직업편견,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자기주도

성, 진로준비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

다.

다) 직업포부 검사

초등학생의 직업포부는 배혜련(2003)이

Holland의 RIASEC 유형 직업코드를 바탕으로

개발한 직업포부 검사를 사용하였다. 직업포

부 검사는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

업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 직업에 대해 갖기

를 열망하는 희망정도를 직업포부로 측정한다.

각 유형별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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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포부수준을 의미한다.

문항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직

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한다. 각 문항

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초등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7.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창의적 인성, 진로인식, 직업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창의적 인성을 독립변인으로, 진

로인식을 매개변인으로, 직업포부를 종속변인

으로 하여 관계모형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의 회귀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진로인식의 매개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검증(1982, 1986)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창의적 인성, 진로인식, 직업포부간의 관계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창의적 인

성은 진로인식과 .22(p<.001)의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직업포부와는 .40(p<.001)의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인식과 직업포부간에는

.81(p<.001)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관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적

인성 전체는 진로인식의 하위척도 중 자기이

해, 직업세계인식, 진로태도 모두와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척도간의 상관관

계에서는 자기이해는 인내/집착, 자기확신, 호

기심, 모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

업세계인식은 인내/집착, 자기확신, 호기심, 상

상, 모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

로태도는 인내/집착, 자기확신, 호기심, 모험심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창의적

인성 전체는 직업포부 전체 및 하위척도(실재

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

인식 전체 및 하위척도와 직업포부 전체 및

하위척도(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

업형, 관습형)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창의적 인성, 진로인식, 직업포부 변인들간

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창의적 인성은 진로인식에

전체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의

하위척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업

포부에도 전체와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

회형, 기업형, 관습형 직업포부의 하위척도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진로인식도 직업포

부 전체와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

업형, 관습형 직업포부의 하위척도 모두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창의적 인성, 진로인식, 직업포부의 관계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창의적 인성을 독립변인으로,

직업포부를 종속변인으로, 진로인식을 매개변

인으로 보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변인간 관계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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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2 2-1 2-2 2-3 3 3-1 3-2 3-3 3-4 3-5 3-6

1. 창의적 인성 78.72 8.70 .22
***

.20
***

.20
***

.19
***

.40
***

.29
***

.32
***

.31
***

.34
***

.36
***

.37
***

1-1 인내/집착 14.55 2.89 .20
***

.18
**

.17
**

.20
***

.37
***

.22
***

.27
***

.34
***

.36
***

.32
***

.31
***

1-2 자기확신 12.06 2.06 .25
***

.24
***

.25
***

.21
***

.31
***

.23
***

.21
***

.28
***

.25
***

.29
***

.27
***

1-3 유머감 10.54 1.82 .08 .08 .04 .09 .18** .09 .17** .19*** .17** .13* .13*

1-4 호기심 11.11 1.71 .15** .14* .11* .15** .21*** .19** .22*** .07 .23*** .13* .17**

1-5 상상 10.68 2.08 .08 .06 .11* .07 .27*** .23*** .25*** .14* .18** .27*** .27***

1-6 개방성 8.30 1.75 -.06 -.02 -.04 -.10 -.03 .05 -.10 -.06 -.08 .02 .06

1-7 모험심 5.93 1.33 .19*** .14* .18** .21*** .33*** .24*** .27*** .23*** .28*** .31*** .27***

1-8 독립성 5.54 1.24 .05 .05 .06 .04 .15
**

.05 .14
*

.14 .10 .14
*

.14
*

2. 진로인식 84.48 19.12 .94*** .84*** .93*** .81*** .64*** .67*** .67*** .74*** .68*** .64***

2-1 자기이해 31.40 7.99 .71*** .80*** .77*** .60*** .61*** .61*** .71*** .65*** .64***

2-2 직업세계인식 20.99 4.76 .68*** .64*** .51*** .53*** .52*** .55*** .57*** .50***

2-3 진로태도 32.10 8.19 .78*** .61*** .65*** .66*** .72*** .64*** .58***

3. 직업포부 178.72 36.88 .77
***

.85
***

.78
***

.84
***

.88
***

.84
***

3-1 실재형 27.44 6.30 .66
***

.42
***

.47
***

.65
***

.72
***

3-2 탐구형 31.70 8.56 .55*** .63*** .70*** .64***

3-3 예술형 31.65 7.82 .74*** .60*** .51***

3-4 사회형 31.50 8.03 .67*** .60***

3-5 기업형 28.36 6.92 .77***

3-6 관습형 28.08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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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표 1.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p R2(adj-R2) △R2 △F p

창의적

인성

진로

인식

전체 .473 .215 .000 .046(.043) .046 15.545 .000

자기이해 .181 .197 .000 .039(.036) .039 12.959 .000

직업세계인식 .109 .199 .000 .040(.037) .040 13.202 .000

진로태도 .183 .194 .000 .038(.035) .038 12.562 .000

직업

포부

전체 1.704 .402 .000 .162(.159) .162 61.721 .000

실재형 .211 .292 .000 .085(.082) .085 29.758 .000

탐구형 .317 .322 .000 .104(.101) .104 36.966 .000

예술형 .279 .311 .000 .097(.094) .097 34.273 .000

사회형 .317 .344 .000 .118(.116) .118 42.926 .000

기업형 .290 .364 .000 .133(.130) .133 49.012 .000

관습형 .290 .365 .000 .133(.130) .133 49.084 .000

표 2. 창의적 인성과 진로인식 및 직업포부의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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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p R2
(adj-R2

) △R2
△F p

진로인식 직업포부

전체 1.571 .814 .000 .663(.662) .663 630.280 .000

실재형 .209 .635 .000 .404(.402) .404 216.759 .000

탐구형 .298 .667 .000 .444(.443) .444 255.904 .000

예술형 .273 .669 .000 .447(.446) .447 259.027 .000

사회형 .311 .739 .000 .547(.545) .547 385.934 .000

기업형 .248 .684 .000 .468(.467) .468 281.884 .000

관습형 .231 .640 .000 .409(.407) .409 221.556 .000

표 3. 진로인식과 직업포부의 단순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표준화 계수

창의적 인성→직업포부 .590 .091 6.516 .287***

창의적 인성→진로인식 .862 .213 4.043 .267
***

진로인식→직업포부 .510 .037 13.855 .803
***

χ2=311.437(df=114, p=.000), NFI=.894, TLI=.916, CFI=.929, RMSEA=.073

표 4. 관계 모형 검증

그림 2. 관계 모형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

수 NFI(Norm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es)을 사용하였

다. 이 중 NFI와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며, RMSEA는 .05이하이

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계수, 2001).

Super(1990, 1994)에 의하면 아동의 창의적

인성은 진로인식을 확장시켜 직업에 대한 기

대와 포부를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인식은 직업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인 안목을 더 구체적인 직

업흥미와 기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관계를 가정하여 창의적 인성을

독립변인으로, 직업포부를 종속변인으로, 그리

고 진로인식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변인간의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검증 결과, 각

변인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적합도 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4>와 [그림 2]와 같다.

관계 모형에서 진로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

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

다. Sobel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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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임계치인 ±1.96에 비교하여 p<.05수준에

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고 본다. 검증결과 Z값은 1.77(p=.075)으로 진

로인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진로

발달의 핵심영역인 진로인식과 직업포부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기 자신

과 직업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 도전의식

등은 진로문제에 대한 창의적 성격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계양성의 확인

을 통해 아동의 진로지도와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와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인식의 단계이자 사회

적 가치를 지향하는 직업포부를 갖는 단계

(Gottfredson, 1981)이다. 자신이 가진 흥미, 적

성,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고 직업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될 때, 진로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진로인식의 확대는 이후 진행되는 구체적인

직업선택에 대한 기대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인성은 진로와 관

련된 어려움과 준비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안

을 유도할 수 있는 개인의 특징으로 진로인식

을 확장시키고 현실적인 직업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 창의적 인성은 진로인식과 직

업포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과제를 끝까지 해내려는

인내와 집착이나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려는 자기확신 성향, 주변의 사물이나 현

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려는 호기심,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

고 싶은 모험심 등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과

진로 선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으며 직업에

대한 기대와 열망 또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인성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진로성숙

도 역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온 기존 연구

와 같은 맥락의 해석이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윤지윤, 2010; 임효신, 2010). 창의적 인성

이 직업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은 최인수, 이현주, 이화선(200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과 직업

포부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신이 가진 흥미, 적성, 성격 등과 직업세계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창의적 인성이 진로인식과 직업포

부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을 한 결과, 창의적 인성은 진로인식과 직

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창의적 인성이 초등학생의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인식, 진로에 대한 태도에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의

적 인성은 Holland의 여섯 가지 유형의 직업포

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호기심, 상상, 유머, 개방성 등의 창의적 인성

이 직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설명력을 가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창의적 인성을 독립변인으로, 직업

포부를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진로인식을 매

개변인으로 보고 창의적 인성, 진로인식, 직업

포부간의 관계모형을 확인한 결과, 관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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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나 모형이 검증되었다. 이 모형은 환상과 호

기심이 진로발달의 시작점이 되고 이러한 창

의적 인성이 아동의 자기 및 직업 탐색활동을

유도하여 결국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의 습득과정을 통해 직업흥미가 발달한다고

본 Super(1990, 1994)의 모델을 기초로 설정된

것이다.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확대를 의미하는 진로인식은 직업에 대한 관

심과 창의적인 안목을 더 구체적인 직업흥미

와 기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관계모형을 검증하였

다. 모형의 검증 결과, 각 변인간의 경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적합

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로 창

의적 인성과 진로인식, 직업포부간의 관계가

검증되었으나 진로인식의 매개역할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창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진로

인식이 직업포부를 이끌기도 하지만 직업포부

를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진로인식의 폭이 확

대될 가능성과 함께 창의적 성향과 직업포부

사이의 또 다른 의미 있는 매개변인이 존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발달의 중

요요인인 창의적 인성이 진로인식과 직업포부

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진로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아

동의 진로발달과 창의성이라는 변인을 다루어

보고자한 시도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

다. 아동의 창의성은 진로인식과 진로포부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인 만큼 창의적 성향이 아

동의 진로발달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

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진로지도와 진로상

담에서는 청소년이나 성인과 달리 좀 더 장기

적인 전망이 필요하며 발전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개인으로써 아동을 다룰 필요가 있다.

아동의 창의적 인성은 학업과 관련되어 연구

되어 왔는데, 창의적 인성이 진로발달과 관련

됨이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창의적 인성은 진로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

램의 내용으로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진로인식은 구체적인 직업에 대

한 관심과 기대와 연결됨으로 자기 자신과 직

업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객관적이며 풍부

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직

업선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

다.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진로지도와 상담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인성

은 창의적 사고와 구별되는 개념이며 진로인

식과 진로포부와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진로인식과 직업포부

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의 초등학생이며 4학

년, 5학년, 6학년만 표집되었기 때문에 결과해

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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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Personality, Career Awarenes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Bung-Hwan Cho Mee-Jin Park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study were to examin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personality, career awareness, and occupational

aspir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se purpose, we analysed the data from 322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nding revealed that creativity personality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awareness and

occupational aspiration. And creativity personality has significantly affected career awareness and

occupational aspiration.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reativity personality and career

awareness were effect to occupational aspiration. However, career awareness had no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of creativity personality and occupational aspiration. The implication for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based on 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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