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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이 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 소재 체 등학교

에 공문을 보내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50명을 추천받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25명씩 무선배치하 다. 실험집단에게는 8회기의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

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모든 연구가 끝난 후 통제집단에 해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하 다. 척도들에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

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

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셋째,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진로교육을 한 학교의 진로교육 로

그램 모델  자유학기제를 비한 교육청에서의 다양한 진로캠  개발 모델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진로캠프∣진로성숙도∣진로자기효능감∣진로장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5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who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an experimental group of 25 students and the other is a control group. The result 

is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for the career maturity,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showed higher level in career maturity as 

a whole opposed to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showed higher level in career self-efficacy.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showed 

lower level in career barriers as a whole opposed to the control group.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model for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of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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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 으로 

개발하고 지속 으로 발 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특

히 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정  자아개념을 형

성하고 일의 요성을 이해하며 진로탐색과 계획  

비를 한 기 소양을 키움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기

를 배양하는 매우 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등학교의 진로교육 황을 살펴보면, 부

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이 산이나 업

무의 부담, 안 사고 험성 등 여러 실  제약으로 

인해 단순하고 일회성 행사 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직업세계의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

하다[2]. 학생들은 성, 흥미 탐색 등 자기의 이해가 부

족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 과 능력 부족 등을 인식

하여 장래희망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낀다[3]. 학생 수

에 맞는 자료들도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심도 낮아 

효과 인 진로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4]. 이

러한 결과들을 볼 때 진로교육에 한 요성과 필요성

이 두되고 있으나 학교 장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등학교 진로교육은 교과서 심으로 교실 내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의 세계에 한 

기 인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심으로 한다[6]. 이러한 이유로 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캠 는 스포츠 캠 , 음악 캠 , 과학 캠 , 미술 캠

, 요리 캠 , 사 캠  등 기 에서 제공되는 로그

램들 체를 일컫는다[7]. 각종 캠 를 통해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 분야에서 요

구되는 내용을 집 으로 활동해 으로써 다양한 능

력의 함양 등을 배울 수 있다. 한 문가에게 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에 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구체 인 질문을 통해 막연한 상식에서 보다 세분화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캠 의 장 이다[8].  

진로캠 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단기간에 진

로검사, 멘토-멘티의 연계, 진로특강 등의 로그램을 

집 으로 운 하는 것을 말한다[1]. 진로캠 를 통해 

학생들은 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

로탐색기회를 갖게 된다. 멘토-멘티의 연계를 통해 학

생들은 자신의 진로유형에 맞는 선배와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진로캠  이후에도 온라인  오 라인 만남을 

통해 지속 인 돌 을 받을 수 있다. 한 학생의 진로

에 맞는 지속  정보교류를 통해 기 인 진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 학생의 흥미와 성과 맞는 진로캠

를 통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자

기주도 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이 진로캠

의 장 이라고 하겠다[9].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의 효과로 기

되는 변인으로는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

로장벽이 있다. 최근 들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청

년 실업 문제와 함께 진로 성숙에 한 요구가  많

아지고 있으며[5], 개인의 믿음과 자신감의 문제가 연

이 있다고 보는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연구가 주목받

고 있다[10]. 한 ․ ․고등학교로 학년이 높아질

수록 진로 장벽에 한 지각이 높아지고 진로에 한 

혼란이 가 되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진로성숙도는 Super와 Crites에 의해 발달되었던 개

념으로 Super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

루어야 할 직업발달 과업에 한 비도로 이야기하는 

반면, Crites는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  직업 비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있다

[12][13]. 한편 Gribbons와 Lohnes는 진로성숙을 진로

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비도로 생각하고, Hoyt는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 양자

를 잘 통합할 수 있는 비도로 보고 있다[10]. 이와 같

이 진로성숙이란 발달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

하기 한 비의 정도란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다. 

Bandura에 의해서 제안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한 신념을 의미한다[14]. Betz와 Hackett은 자기

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 역에 용하여 진로 선택

과 련되는 개인  효능감을 진로자기효능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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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15]. 진로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와 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에 한 개인 인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

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다

[10]. 

진로 장벽은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 등과 같은 심리

 측면에 해당되는 개인 내  요인과 교육기회의 부

족, 가난 등과 같이 주로 환경에서 발견되는 외  요인

으로 구성된다[16]. 국내연구에서도 진로발달과 련된 

과거 어려움  장애, 미래의 계획과 성취를 방해하거

나 가로막는 어려움  장애를 진로장벽으로 설명하

다[17][18]. 진로장벽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애도 될 수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주 인 것으로 개인의 인지 , 

정서  과정의 상호작용이 요하다[19]. 이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진로장벽에 한 정도가 심리 환경  요인

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 이와 같이 

진로장벽은 진로 선택이나 진로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서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개인 내 , 심리  요인과 외

, 환경  요인을 포 으로 통칭하는 것이다.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벽에 한 최

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에 한 연구

[21-23], 진로자기효능감에 한 연구[24-26], 진로장벽

에 한 연구[27-29]가 있고,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

능감에 한 연구[30-33], 진로장벽과 진로효능감에 

한 연구[34][35],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한 연구

[36]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

효능감, 진로장벽에 한 연구는 그 효과에 한 검증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결합

된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문성을 갖춘 진

로교사와 자원 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진로멘토가 

학생들과 1박 2일  과정을 함께 하는 집 인 진로

캠 는 진로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경감에 도움

을 주고, 진로캠 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비한 교육청에서의 다양한 진

로캠  모델 개발의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진로캠 가 활동 심 진로교육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단  학교에서 유사한 로그램 

수립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

그램이 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가.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이 등학

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나.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이 등학

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다.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이 등학

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 소재 등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

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등학교 6학년 50명을 

추천받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25명씩 무선배치

하 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원구성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남 10 10 20
여 15 15 30
계 25 25 50

로그램 시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상으로 

사 검사를 실시하고, 로그램 종료 후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실험집단은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1박 2일 동안 총 8회기

를 실시하 다. 그리고 모든 연구가 끝난 후 통제집단

을 상으로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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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척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7]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척도를 차미자[38]가 등

학교 고학년에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 다. 문항구성은 네 가지 하 역인 독립성 10

문항, 계획성 8문항, 일에 한 태도 10문항, 자기이해 

11문항을 포함하여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방식은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

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 검사의 각 하 척도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0에서 .82이며, 체 신뢰도 계수

는 .91로 나타났다.

나.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강지유[25]가 개

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 문항구성은 세 가지 하 역

인 진로탐색효능감 12문항, 진로결정효능감 6문항, 진

로수행효능감 12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채 방식은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 으

며, 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의 각 

하 척도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5에서 .92이며, 

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다. 진로장벽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척도는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

벽 척도[39]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40]를 정혜

윤[11]이 등학생에게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

한 것을 사용하 다. 문항구성은 일곱 가지 하 역인 

자기 이해의 부족 4문항, 자신감 부족 11문항, 성역할 

갈등  성차별 8문항, 요한 타인과의 갈등 6문항, 미

래에 한 불확실성 4문항, 진로  직업 정보의 부족 

4문항, 경제  어려움 5문항을 포함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요인  6개의 하 요인에 포함된 문

항들은 성별과 계없이 사용하 고, 성역할 갈등  

성차별 요인 문항은 정혜윤[11]이 Swanson과 

Daniel[41]의 진로장벽 검사와 O'Neil, Helms, Gable, 

David  Wrightsman[42]의 성역할 갈등 척도를 토

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 다. 채 방식은 Likert식 4  

척도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장벽 검사

의 각 하 척도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5에서 

.93이며, 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3.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과 운영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은 리더십연

구소 ‘아름다운 배움’의 진로교육 로그램을 부산 역

시교육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2명, 부산 역시 진로

진학상담교사 3명, 진로상담 공 교수 1명의 자문을 

받아 부분 수정하여 로그램을 구성하 다. 진로교육 

로그램은 만남의 장(1회기), 활동의 장(6회기), 결실

의 장(1회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일 자 시  정 교 육 내 용

1일차

09:00~09:50 (50분)
10:00~12:00(120분)
12:00~13:00 (60분)
13:00~14:30 (90분)
14:40~15:40 (60분)
15:50~17:30(100분)
17:30~18:40 (70분)
18:40~21:20(160분)
21:20~22:00 (40분)
22:00~

◦ 입소식, 안전교육
◦ 1회기: 나를 찾아가는 여행
◦ 점심식사, 휴식
◦ 2회기: 성공의 기초, 매력적인 나 
◦ 3회기: 꿈의 목록
◦ 4회기: 비전시각화
◦ 저녁식사, 휴식
◦ 5회기: 멘토에게 길을 묻다 
◦ 간식, 숙소이동, 취침준비 
◦ 취침 

2일차

07:00~08:00 (60분)
08:00~09:00 (60분)
09:00~10:40(100분)
10:50~12:00 (70분)
12:00~13:00 (60분)
13:00~14:30 (90분)
14:40~15:20 (40분)
15:30~15:50 (20분)

◦ 기상, 아침운동(체조, 산책)
◦ 전통놀이(활쏘기, 제기차기, 투호)
◦ 6회기: 도전 진로 골든벨
◦ 7회기: 나를 뛰어넘기
◦ 점심식사, 휴식
◦ 8회기: 자신감증진
◦ 소감나누기, 설문지 
◦ 퇴소식

첫째 날은 1회기부터 5회기까지 실시하 다. 1회기는 

로그램을 소개하고 홀랜드 진로탐색검사를 통해 자

신에 해서 알기 한 목 으로 구성하 다. 2회기는 

성공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몸으로 학습하고, 자기소개

법과 이름기억법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친

구들과 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계하 다. 3회기는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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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 가슴 뛰고 즐거운 일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설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4회기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

는 꿈을 비 콜라주 작업을 통해 꿈과 비 을 시각화․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설계하 다. 5회기는 자신의 진로 

고민에 해 멘토와 상담하여 고민을 해결하고, 다양한 

공과 공 련 직업을 순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표 3.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단계 회기 활동주제 활동목표 활동내용

만
남
의
장

1
나를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소
개하고 홀랜드 
진로탐색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
해서 알 수 있다.

①프로그램의 목적 안내하기 ②
공동의 규칙과 서약서 만들기 ③
홀랜드 진로탐색검사 실시하기 
④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에 대해서 대화하기 ⑤느낌 나누기

활
동
의
장

2

성공의 
기초
&

매력적인 
나

성공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몸
으로 학습할 수 
있다. 자기소개
법과 이름기억
법을 통해 매력
적인 나를 만들 
수 있다.

①성공에 필요한 것 무엇인지 토
론하기 ②성공에 필요한 핵심요
소 11가지를 연상기법을 통해서 
몸으로 학습하기 ③자기소개법을 
통하여 자기 PR 능력 향상시키기 
④이름기억법을 통하여 긍정적인 
첫 인상 만들고 친구들과 자연스
런 관계 형성하기 ⑤느낌 나누기

3 꿈의 목록

꿈의 목록 발표
를 통해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다.

①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가
슴 뛰고 즐거운 일 등 5개 항목으
로 이루어진 꿈의 목록 작성하기 
②꿈의 목록 발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의 꿈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
기 ③느낌 나누기

4 비전 
시각화

비전콜라주 작
업을 통해 비전
을 시각화할 수 
있다.

①꿈의 목록에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꿈 10가지 선택하기 ②비
전꼴라주 작업을 통해 꿈과 비전
을 시각화․구체화하기 ③느낌 나
누기

5 멘토에게 
길을 묻다

자신의 진로 고
민에 대해 멘토
와 상담하여 다
양한 전공과 관
련 직업에 대해 
탐색한다.

①자신의 진로 고민을 멘토와 상
담하기 ②자신의 비전에 대해 멘
토와 대화하기 ③다양한 전공과 
관련 직업 학습하기 ④느낌 나누
기

6
도전 
진로 
골든벨

진로 골든벨 퀴
즈를 통해 다양
한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진로 골든벨 퀴즈를 통해 다양
한 진로 정보 얻기 ②느낌 나누기

7 나를 
뛰어넘기

역할극을 통해 
자신을 뛰어넘
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①자유로운 자기 표현법 익히기 
②역할극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을 뛰어
넘는 용기 갖기 ③성공 경험을 통
해 혁신적인 나를 설계하고 새로
운 도전의 계획을 준비하기 ④느
낌 나누기

결
실
의
장

8 자신감
증진

자신감의 증진
을 통해 학교생
활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다.

①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여 자신감 
높이기 ②과거의 성공 경험을 찾
아 정리하고 발표하기 ③느낌 나
누기

둘째 날은 6회기부터 8회기까지 실시하 다. 6회기는 

진로 골든벨 퀴즈를 통해 다양한 진로와 진학 정보를 

얻기 한 목 으로 구성하 다. 7회기는 역할극을 통

해 자신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

다. 8회기는 자신감 증진을 통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사 -사후 검사에서 얻은 평

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집단차이 검증을 실시

하 다. 

Ⅲ. 연구결과

1.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 실시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 요인별 사 , 사후 수의 평균과 표

편차  공변인(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 수의 

평균과 표 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이러

한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진로성숙도 척도의 사전, 사후, 교정평균

하 요인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독립성 통제  39.12  5.13  39.28  5.13  39.81  .69
실험  40.48  5.29  43.52  4.20  43.00  .69

계획성 통제  33.20  4.42  32.56  4.46  32.73  .44
실험  33.80  4.08  36.04  3.17  35.87  .44

일에대한
태도

통제  42.16  5.21  40.76  5.82  40.63  .75
실험  41.56  6.55  45.48  3.92  45.61  .75

자기
이해

통제  44.28  6.12  44.12  7.04  44.12  .87
실험  43.64  8.10  48.12  5.99  48.12  .87

전체 통제 158.76 18.03 156.72 19.30 157.28 2.01
실험 159.48 20.52 173.16 13.01 172.6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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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변산원 SS  df MS F P

독립성
공변인  492.82 1 492.82 41.18 .000
집단  142.34 1 142.34 11.89 .001
오차  562.46 47 11.97
합계 86978.00 50

계획성
공변인  487.35 1 487.35 98.83 .000
집단  114.20 1 114.20 23.16 .000
오차  231.77 47   4.93
합계 59695.00 50

일에대한태
도

공변인  547.86 1 547.86 40.68 .000
집단  319.53 1 319.53 23.73 .000
오차  632.94 47 13.47
합계 94426.00 50

자기이해
공변인  902.93 1 902.93 37.02 .000
집단  240.05 1 240.05  9.84 .003
오차 1146.36 47 24.39
합계 108602.00 50

전체
공변인 7476.16 1 7476.16 63.54 .000
집단 3188.76 1 3188.76 27.10 .000
오차 5530.24 47 117.67
합계 1376645.00 50

표 5. 진로성숙도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 체에서 

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가 집단간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7.10, p=.000). 즉 실험

집단의 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은 

172.60으로 통제집단의 평균인 157.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로 보면 독립성(F=11.89, p=.001), 

계획성(F=23.16, p=.000), 일에 한 태도(F=23.73, 

p=.000), 자기이해 수(F=9.84, p=.003)에서 집단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 실시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의 하 요인별 사 , 사후 수의 평균

과 표 편차  공변인(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

수의 평균과 표 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

고, 이러한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 체에서 

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가 집단간 통계 으

로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1.79, p=.001). 즉 실험집

단의 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은 

129.84로 통제집단의 평균인 122.16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 요인별로 보면 진로탐색효능감(F=10.69, 

p=.002), 진로결정효능감(F=18.47, p=.000)에서 집단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진로수행효능

감(F=1.04, p=.312)에서는 집단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 사후, 교정평균

하 요인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진로탐색
효능감

통제  49.12  6.61  49.60  6.99  49.43  .82
실험  48.64  6.74  53.08  5.18  53.25  .82

진로결정
효능감

통제  24.36  3.01  24.36  3.87  24.30  .49
실험  24.16  3.91  27.24  2.39  27.30  .49

진로수행
효능감

통제  48.52  6.63  48.48  6.80  48.46  .55
실험  48.48  5.78  49.24  5.20  49.26  .55

전체 통제 122.00 15.26 122.44 16.96 122.16 1.58
실험 121.28 15.96 129.56 11.68 129.84 1.58

표 7.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하 요인 변산원 SS  df MS F P

진로탐색
효능감

공변인 1018.68 1 1018.68  60.06 .000
집단     181.33 1  181.33  10.69 .002
오차 797.16 47   16.96
합계 133757.00 50

진로결정
효능감

공변인 210.32 1  210.32  34.56 .000
집단 112.40 1  112.40  18.47 .000
오차 286.00 47    6.09
합계  33882.00 50

진로수행
효능감

공변인   1401.47 1 1401.47 185.38 .000
집단 7.90 1    7.90   1.04 .312
오차    355.33 47    7.56
합계 121129.00 50

전체
공변인   7233.34 1 7233.34 115.52 .000
집단    738.05 1  738.05  11.79 .001
오차   2942.99 47   62.62
합계 804610.00 50

3.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 실시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 요인별 사 , 사후 수의 평균과 표

편차  공변인(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 수의 

평균과 표 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고, 이러

한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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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진로장벽 척도의 사전, 사후, 교정평균

하 요인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자기 이해의
부족

통제  7.12  2.68  7.56  2.90  7.54  .38
실험  7.04  2.65  5.56  1.58  5.58  .38

낮은 학습
효능감

통제 19.36  6.63 19.64  7.06 19.43  .88
실험 18.64  6.73 15.56  4.11 15.77  .88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통제 14.08  4.97 14.28  4.76 13.99  .50
실험 13.40  5.35 11.84  5.31 12.13  .5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통제 10.24  3.23 10.76  3.54 10.49  .47
실험  9.40  2.97  8.36  2.46  8.63  .47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통제  7.24  2.79  7.36  2.80  7.34  .33
실험  7.16  2.58  5.64  1.52  5.66  .33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통제  6.48  2.08  7.20  2.78  7.30  .40
실험  6.84  2.72  5.96  1.86  5.86  .40

경제적
어려움

통제  8.40  2.68  8.44  2.84  8.34  .44
실험  7.96  3.18  6.84  2.19  6.94  .44

전체 통제 72.92 21.47 75.24 23.19 74.40 2.53
실험 70.44 22.62 59.76 14.79 60.60 2.53

표 9. 진로장벽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하 요인 변산원 SS  df MS F P

자기
이해의
부족

공변인    96.71 1 96.71 27.45 .000
집단    47.88 1 47.88 13.59 .001
오차   165.61 47 3.52
합계  2464.00 50

낮은
학습
효능감

공변인   704.49 1 704.49 36.81 .000
집단   167.58 1 167.58 8.76 .005
오차   899.43 47 19.14
합계 17300.00 50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공변인   926.43 1 926.43 149.13 .000
집단    43.10 1 43.10 6.94 .011
오차   291.97 47 6.21
합계  9821.00 50

중요한
타인과의갈

등

공변인   190.49 1 190.49 35.00 .000
집단    42.48 1 42.48 7.80 .008
오차   255.83 47 5.44
합계   5088.00 5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공변인    115.96 1 115.96 42.72 .000
집단     35.01 1 35.01 12.90 .001
오차    127.56 47 2.71
합계   2393.00 50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공변인     79.31 1 79.31 19.65 .000
집단     25.45 1 25.45 6.31 .016
오차    189.66 47 4.04
합계   2453.00 50

경제적
어려움

공변인     88.32 1 88.32 18.77 .000
집단     24.25 1 24.25 5.15 .028
오차    221.20 47 4.71
합계   3260.00 50

전체
공변인  10671.17 1 10671.17 67.07 .000
집단   2373.73 1 2373.73 14.92 .000
오차   7477.95 47 159.11
합계 248957.00 50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장벽 체에서 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가 집단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4.92, p=.000). 즉 실험집단

의 사 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은 60.60으

로 통제집단의 평균인 74.4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로 보면 자기이해의 부족(F=13.59, p=.001), 

낮은 학습효능감(F=8.76, p=.005), 성역할 갈등  성차

별(F=6.94, p=.011), 요한 타인과의 갈등(F=7.80, 

p=.008), 미래에 한 불확실성(F=12.90, p=.001), 진로 

 직업 정보의 부족(F=6.31, p=.016), 경제  어려움

(F=5.15, p=.028)에서 집단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

그램이 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이며, 연구 변

인들 간 사 -사후 검사에서 얻은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집단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한 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에 참가

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 체 수

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성숙

도의 하  요인 에서 계획성은 3회기의 되고 싶은 사

람,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가슴 

뛰고 즐거운 일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꿈의 목록을 

작성해 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기이해는 1회기의 

홀랜드 진로탐색 검사 활동과 2회기의 자기소개 활동

이 정  효과를 미친 것으로 단된다. 이는 진로탐

색 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정  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들[21-23]과 맥을 같이한

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비한 교육청에서의 

다양한 진로캠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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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인 자유학기제에 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43]. 먼  교육부

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문기 과 력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진로캠 를 활

용한 진로교육 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도 교육

청에 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

도 교육청에서는 시도청, 구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

히 력하여 진로캠 를 담할 진로캠 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진로캠 지원센터에서는 진

로캠  연수 로그램을 개설하고, 진로 담당 교원을 

상으로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 매뉴

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단  학교에서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교내  수련원 등을 활용하여 진

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의무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끝으로 실 으로 단  학교에서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

을 경우에는 고비용, 흥미 주의 외부 사설 업체에 진

로캠 를 탁하기보다는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

교사를 주강사로, 단 학교 인솔교사, 학부모 진로코치, 

학생 자원 사자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시도 교

육청 직속기 인 학생교육원 등의 시설에서 로그램

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산

도 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

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수에서 유의

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로탐색효능감

은 6회기의 도  진로골든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진로

와 진학 정보를 얻은 이 큰 도움이 되었다. 진로결정

효능감은 5회기의 자신의 진로 고민을 멘토와 상담하

는 활동이 정  효과를 미친 것으로 단된다. 이는 

진로교육 로그램이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들[24-26]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교 진로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

그램은 문성을 갖춘 진로교사와 자원 사 학생 등

으로 구성된 진로멘토가 참여하여 학생들과 1박 2일 

과정을 함께 하 다. 교육부에서는 2011년부터 차

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2013년도 재 4,550명을 배치하 다(  72%, 고 

1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등학교에서도 

학년 군별로 진로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나[44] 일선 학

교에서는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

되지 않아 학교 안에서의 체계 인 진로교육 운 을 

해하고 있다[45]. 따라서 장기 으로는 등학교에도 

진로교사를 필수 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시

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의 체 수가 유

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의 하

 요인 에서 낮은 학습 효능감은 7회기의 역할극을 

통해 변화에 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용기를 갖는 활동과 8회기의 과거의 성공 경험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 미래에 

한 불확실성은 4회기의 비 콜라주 동을 통해 꿈과 

비 을 시각화, 구체화하는 활동이 정  효과를 미친 

것으로 단된다. 이는 진로교육 로그램이 진로장벽

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27-29]와 일치한

다. 

그동안 진로장벽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분야는 성별

에 따른 차이 다. Betz와 Fitzgerald는 여성의 진로발

달과 남성의 진로발달은 차이가 있으며, 여성은 사회 

문화 인 향을 남성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진로장

벽의 향력이 남성보다 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46].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47]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진로와 련하여 더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다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48]도 있다. 과거에

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부분이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남성과 비슷한 수 에 이르고 있고, 사회활동 시작 

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장벽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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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단지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진로장벽은 다양하

며, 남성과 여성 모두 진로와 련된 여러 장벽을 경험

할 수 있다[18]. 홍세희 등은 진로장벽은 이미 등학교 

시기부터 지각되어 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에 유

사한 수 으로 지각된다고 하 다[50]. 따라서 아동기 

과정에서부터 진로장벽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하여 진로장벽 극복에 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체 으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진로업무를 담당하

는 교원의 업무경감에 도움을 주고, 진로캠 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교육 로그램 개발 모델의 요성을 시사

한다. 

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

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

시에 소재한 등학교 6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정하

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체 등학생에게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지역, 학년, 학교 수 , 

그 외의 연구 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 하는 집단을 

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하 요인  진

로수행효능감은 사후 수가 상승하기는 하 으나 그 

결과가 유의미한 수 은 되지 못했다. 이는 본 로그

램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집 하

기에 진로수행 부분이 유의미하게 상승되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향후 로그램 수정과정에서는 진로수

행 부분을 구체 으로 설계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등학생들을 한  진로캠

를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계속 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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